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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산물 소비구조 변화,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 국내외적인 변화로 

인해, 우리 농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

고,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

문성을 갖춘 농업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농업인의 전문성 제

고를 위한 체계화된 교육․훈련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 농림부 산하 

기관, 또는 농림부가 지원하는 농업인 단체, 농촌진흥기관, 농협, 그리

고 지자체 등이 농업인을 교육․훈련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의 전문성

을 제고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농업인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이 보고서가 농

업인 교육․훈련 기관이나 정부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에 길잡이가 

되고 나아가 농업인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현지 조사에 성의를 다하여 협조해 주신 한국

농업경 인중앙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관계자 그리고 조

사에 응해 주신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의 담당자와 농업인들께 감

사를 드린다. 아울러 자문위원으로서 연구 전반에 조언해 주신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김종우 박사께도 감사를 드린다.

200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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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행 농업인 교

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① 농업인 교

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를 진단하고, ②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

램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여, ③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방

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 등이었다. 문헌고찰을 통해 농림

부, 농촌진흥청 및 농협 등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제공 

주체들의 농업인 교육․훈련 관련 정책 동향을 고찰하고 농업인 교

육․훈련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 다. 또한 농업인 교육․훈

련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진단 및 요구 분석을 위해 773명의 농업인, 

37개 농업인 교육․훈련 단체에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 다.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 진단은 CIPP 모형에 근거하여 상

황요인, 투입요인, 과정요인, 산출요인의 4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사는 프로그램 내용, 프로

그램 방법, 프로그램 관련 지원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

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원내외 농업인 교육․훈련 관련 전문가 자

문을 받았다.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농업인들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그 효과성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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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② 농업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중에서 대상자별 프로그램 내용 차별화가 우선적으

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이었다. ③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에 교육․훈

련 담당 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었다. ④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

램별 목표설정 및 내용선정이 능력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

다. ⑤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프로그램 홍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⑥ 프로그램 과정요인(프로그램 실시 시간과 장소, 강사, 

교수학습방법)과 관련한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의 수요자 중심성

이 다소 미흡하 다. ⑦ 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활동이 다소 형식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⑧ 교육 이수생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

다. ⑨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의 프로그램 운  실태는 기관유형

별로 일부 차이가 있었다.

  한편,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농업인들은 생산기술, 마케팅 이외에도 다양

한 농 역에 대한 교육․훈련 요구가 있었다. ②  농업인들은 소규

모 인원으로 구성된 교수학습과 견학식으로 진행되는 교수학습을 많

이 선호하 다. ③ 농업인들은 그들의 현실과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강사를 선호하 다. ④ 농업인들은 프로그램 평가 방법으로 실습평가

를 선호하 다. ⑤ 농업인들은 겨울철 교육․훈련과 단기 교육․훈련

을 선호하 다. ⑥ 농업인들은 농업관련 공무원과 신문․방송 등을 통

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었다. ⑦ 농

업인들은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⑧ 농업인들

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교육․훈련과 연계된 적절한 농정보의 제

공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⑨ 농업인들과 농업인 교육․훈련기관 담당

자들은 최근 농림부가 교육․훈련 개선과 관련하여 제시한 정책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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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교육, 인턴제, 농업인 자격제, 후견인제 등)에 대해 그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⑩ 농업인들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

용, 방법, 지원 등에 대하여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과 같

은 특성에 따라 다른 요구를 하고 있었고, 특히 농작목에 따른 차별

화된 교육․훈련을 원하고 있었다. ⑪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

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실은 농업인들의 교육․훈

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다소 괴리가 있었다.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검토, 문제 진단 및 요구분석의 결과를 토

대로 도출된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

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을 통해 농업인들의 전문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원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능력중심으

로 개발된 “최고의 내용”을,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농업인들이 “필

요로 하는 적시에”, “원하는 장소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경험함으

로써 “ 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

련 프로그램이 지향되어야 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현하기 위해서

는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상황요인, 투입요인, 과정요인, 산

출요인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각 교육․훈련 기관과 정부 차원에서 

협력적으로, 체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상황요인과 관련하여 담당인력 보강, 프로그램 

기획 활동 강화, 교육․훈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담당인력의 전문

성 개발 및 교육․훈련 컨설팅 등의 활동이, 투입요인과 관련하여 능

력중심 프로그램 내용 조직, 농작목별 프로그램 운 , 프로그램 홍

보 지원, 예산지원체제 개선 등의 활동이, 과정요인과 관련하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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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풀 지원,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시설 지원, 현장학습 프로그

램 개발, 프로그램 개설시기 조정 등의 활동이, 산출요인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평가와 이수생 사후관리 프로그램 연계, 기관 프로그램 평가 

개선 등의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의 기본방향 및 방안]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Blended Learning 중심의 농업인 교육․훈

련 체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상황요인과 관련하여 농업인력개발 관련 

연구, 기관 담당자들의 Blended Learning 운 관련 전문성 개발의 활

동이, 투입요인과 관련하여 농업능력표준 개발, On-line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이, 과정요인과 관련하여 전문가 풀 구축, On-line/Off-line/현

장 학습 프로그램 운 , On-line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지원,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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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가이드 실시 등의 활동이, 산출요인과 관련하여 농업인 

농 컨설팅, 교육․훈련 이력 관리 및 자격제 도입 등의 활동이 추진되

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의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문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종합적인 농업

인 교육․훈련 체계 정립을 위해 필요한 후속과제로 ① 농촌진흥기관

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 연구, ② 지역 농협 및 품목별 

협동조합 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 연구, ③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 ④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의 담당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⑤ 능력중심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체계 또는 농업능력표준을 개발하는 연구, 

⑥ 농업인 교육․훈련을 위한 On-line 프로그램과 Blended Learning 

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 ⑦ 농업인 개인의 교육이력을 체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 ⑧ 기관유형별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진단하고 컨

설팅하는데 근거가 되는 준거 개발 연구, ⑨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

그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연구, ⑩ 농업인의 학습 실태와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연구 등을 제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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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es of Improv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o Enhance Farmers' Farming Professional Skill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trategies to improv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designed to enhance Korean farmers' 
farming professional skills. For the purpose, literature reviews, 
surveys, interviews, and experts reviews were carried out. The 
literature reviews on farmer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and the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s have found the problems of farme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nd suggested some strategic ideas to 
resolve these. Based on the survey of thiry seven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practioners of farmer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and the additional interviews of some of them, some 
specific evidences on the problems of current farmer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were found. The CIPP(context, input, process, and 
product) model was applied to this end. Based on the survey of 773 
farmers and the additional interviews of some of them, farmers' 
specific needs were analyzed in terms of program contents, program 
methods, and program supports. Through agricultural education and 
training related experts reviews, the validities of survey instruments 
and study results were proved.
  This study suggested strategies to improve farme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such as basic direction, short-term strategies, and 
mid to long-term strategies. 
  The basic direction of farme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hould be customized for every farmer, which means every farmer 
could have an access to the best program contents, anywhere, at 
anytime, by the best way facilitated by the best experts. 
   As short-term strategies, strategies which can be executed by both 
the institutes and the government without large-scale refor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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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ystem were suggested. Each farmer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should supplement HRD practitioners; plan programs with 
thorough target population need assessment; develop program contents 
based on the specific farming; deliver livestock and crop-specific 
programs; perform various workplace learning programs; adjust 
program opening time; connect program evaluation to follow-up 
programs.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network of farmer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develop HRD practitioners' 
competences and subsidize HRD consulting service of the institutes; 
support competence-based program development and program public 
relation(PR) of the institutes; build up the database of field oriented 
instruction experts and training facilities; adjust education and training 
budget system; improve program evaluation criteria.
  As mid to long-term strategies, strategies were proposed based on 
"Blended Learning" providing farmers with various forms of learning 
including on-line, off-line and workplace learning. While the mid and 
long-term strategies should also be executed by both the government 
and the institutes, the government should play a pivotal role such as 
developing on-line learning programs based on national farming 
ability standards; setting up the internet learning portal site for 
farmers; supplying the farmer consulting service; conducting the 
farm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searches; managing the 
farmer education and training career passport; supporting on-line 
learning infrastructure of each institute. Farmer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should furnish the customized programs utilizing the 
programs, services, and infrastructures supported by the governmeat.
  Lastly, this study made some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Researchers: Sang-jin Ma, Young-Saing Kim 
E-mail address: msj@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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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우리 농업은 지난 십여 년간 농산물 수입 개방이라는 외부적 압력

과 더불어 점차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라는 내부적 압

력 증가에 따라 전통적인 소비시장의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급변하는 기후 패턴은 우리 농가들의 농업경 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생존을 위해 전통적으로 강조

되어온 농업 생산기술 이외에도 위기관리 능력을 포함한 고도화된 경

관리 기술을 필요하게 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여부는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력의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는 농업경쟁력 확보에 있어 전문성 있는 농업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농업인들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다

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농림부는 매년 산하 

기관 및 20여 개 민간단체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160여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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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촌진흥기관은 중앙단위 및 지역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쓰이는 정부 부문의 예산은 2004년 현재 150여

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농협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제도권 밖

의 다양한 민간단체 역시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업인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들이 이들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아직 

회의적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기관의 교

육․훈련 운 재정 부족과 교육․훈련 시설과 장비 낙후 그리고 담당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프

로그램별로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에 관련한 교육․훈련 목표가 명확

하지 못하고, 교육내용의 교육대상자별 수준 고려가 부족하며, 교육․

훈련 방법상의 농업인 학습자의 참여 기회 및 실습기회가 부족하고, 

교육․훈련 장소 및 실시 시기와 기간이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확보하

도록 편성되고 있지 못하고, 프로그램 평가가 형식적으로 실시되어 프

로그램 개선을 위한 적절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육 이

수자에 대한 혜택이 미비하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민간 주도의 교육․훈련이 강조됨에 따라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각종 농업인 단체 주관 교육․훈련 프로그

램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무용

론까지 제기하고 있을 정도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체계적으로 수요자 중심성이 추구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신 계몽이나 생산기술 위주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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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인 보급(普及)사업 관점에서 벗어나 기존 집합식․이론 위주에서 

탈피하고, 현장 착형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여, 수준 및 성장

단계별로 맞춤식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

램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

에서 제안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의 방향

성만큼 충분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농업인력의 확

보․유지․은퇴 등을 모두 고려한 농업인력 육성체제 전반을 거시적

으로 접근한 연구에 비해 구체적인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

한 연구가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농업인 교육․훈련 프

로그램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일부 

전문가의 견해나 교육․훈련 기관들의 프로그램 운 에 대한 계량적

인 진단에 그치고 있고, 이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단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업인들이 자신들의 전문

성 개발을 위한 어떠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을 원하고 

있으며, 어떠한 지원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구 조사가 아직 면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농업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훈

련 프로그램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인 분석 틀에 근거하여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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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행 농업인 교

육․훈련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

았다.

첫째,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를 진단한다.

둘째,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다.

셋째,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

안을 제시한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현재 1차 생산농업에 종사하는 사

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축산물의 가공 관련 산업에만 종사하는 사

람이나,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지만 예비 농업인으로 볼 수 있

는 학교농업교육기관(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전문대학, 농업계 4년

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

면서 귀농을 위해 사회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

외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농업인력1의 전문성’이라 함은 ‘농업인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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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사업기반조성, 경 관리, 정보획득, 가족 및 지역사회의 관계, 

농일손관리, 농기계 및 농장시설 관리, 생산관리, 농축산물 사육(재배)

기술, 마케팅, 사업 검토 및 재계획 등의 일련의 농과 관련한 업무 

분야에 높은 역량을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2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구

성하는 구체적인 업무별 작업 내용3은 <표 1-1>과 같다.

표 1-1.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업무별 작업내용

업무 작업

농계획

∙사업목표설정 ∙시장조사

∙토지 취득(임차, 매입)

∙생산․유통․재정 계획 수립

∙법적 요구사항 조사 ∙토지 이용계획 수립

사업기반조성

∙사업형태 선택 ∙신용 및 자금확보

∙인허가 및 자격 확보 ∙농작물/농장시설 재해보험

∙회계장부 및 농활동 기록 체제

경 관리

∙판매대금 회수

∙회계장부 기입 및 각종 비용 지불

∙경 자금 흐름 파악 ∙신속한 의사결정

∙ 농활동 기록 ∙부채 관리

1 농업인력은 농업인을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 개발(開發)의 대상,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용어이다. 기업에서 교육․훈련을 가리키

는 말로 ‘인력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다.
2 전문성의 범위에 대하여서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연구에

서는 연구자가 NESFI(1999)에서 농업인에게 필요한 직무를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국내외 사례를 참조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한 12개 

업무 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3 하나의 직업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을 분석하는 직무분석(job analysis)

에서 단위가 되는 것이 duty와 task이다. duty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

장 주가 되는 일체의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로 task들로 구성이 된다(이무근 

등 1999). 이 연구에서는 duty를 업무, task를 작업이라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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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속

정보획득

∙최신 생산․유통 동향 파악

∙최신 경 기법 파악

∙세미나․워크숍․교육 참가

∙선진농가 연수 ∙ 농상담자 확보

∙ 농서적․잡지 구독 ∙인터넷 활용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 확보

∙이웃과의 관계 수립

∙지역사회․농민 단체활동 참가

농일손관리

∙계절별 농일손 수급 계획

∙각종 농안전사고 대비

∙농가인력(종업원) 교육․훈련 및 감독

∙노동 사용 관련 규약 준수

농기계 및 

시설 관리

∙농기계/시설 사용(임차) 계획

∙새로운 농기계 구입 및 주문(제작)

∙농기계 사용․유지․보수 ∙농장시설 설치

∙농장시설 사용․유지․보수

생산관리

∙토지 비옥도 관리 ∙병충해 관리

∙자연재해(태풍, 가뭄)대비

∙생산활동의 환경 향 점검

가축사육기술

∙초지(사료수급) 관리 ∙가축사양

∙가축위생관리 ∙착유․도축․가공

∙축분 관리

작물재배기술
∙작물생산 계획 ∙농기구 안전조작

∙파종, 육모 및 수확 ∙수확 후 처리 및 저장

마케팅

∙마케팅 전략 선택 ∙농산물 홍보수단 활용

∙경쟁자․시장변화 파악 ∙급격한 시장변화 대응

∙농축산물 판매

사업 검토 및 

재계획

∙재정 지표 및 세금보고서 준비

∙ 농자료 검토․분석 ∙ 농계획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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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연구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라 함은 ‘농업인

의 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 기관이 교육․훈련 목표 설정, 교

육․훈련 내용 선정과 개발, 교수학습, 교육․훈련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過程)을 통해 제공하는 형식화된 경험’을 의미한다. 농업인 교

육․훈련 프로그램에는 제공 주체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만 이 연구에서는 대학과 사회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만을 대

상으로 한다. 여기서 대학이라 함은 최고농업경 자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22개 농과대학을 의미하고,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농협의 연수

원과 농림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

하는 공공 농업인 교육․훈련기관(이하 ‘공공사회교육기관’) 또는 민

간 농업인 단체(이하 ‘민간사회교육기관’)를 의미한다. 농촌지도사업

의 일환으로 ‘새해 농설계’ 등의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그림 1-1>. 농촌진흥청, 9개도 농업기술원, 16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4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육․훈련 주체

로서 중앙 계획 및 시도 단위 계획, 시․군 단위 계획을 근거로 삼아 

별도의 체계를 가지고 농업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기

에,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대학 및 사회교육기관과는 교육․훈련의 

체계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별도의 독립된 연구를 통해 접근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특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농촌진흥기관 이외 기관의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

램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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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범위

3.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고찰,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 고, <그림 1-2>와 같은 연구 흐

름에 따라 추진되었다.

3.2.1. 문헌고찰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농협 등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 

및 제공하는 주체들의 농업인 교육․훈련 관련 정책동향을 고찰하고 

농업인 교육․훈련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하 다. 이를 통해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이후 지향해야 할 방향성, 그

리고 개선과 관련한 방안을 탐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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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 흐름도

3.2.2.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 진단 및 농업인 교육․훈련 프

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을 위해 농업인 교육․훈련기관 대상 설문 

조사와 농업인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 결과의 보완을 

위해 조사 대상 일부에 대하여 면접조사도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 등의 통계치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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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조사의 대상은 2005년 현재 농업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 및 사회교육기관으로 <표 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2개 기관이었다.

표 1-2. 조사대상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대학(22개) 사회교육기관(20개)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강릉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

상지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

농협대학

한경대학

성균관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충북대 농대

건국대 자연과학대학 (충주)

충남대 농대

공주대 산업과학대학

단국대 농대(천안)

전북대 농업개발대학원

목포대 자연자원개발연구소

순천대 농교육원

전남대 농대

경북대 농대 농업개발대학원

안동대 농업개발원

경상대 농대

진주산업대 최고 농자교육원

양대 농대

제주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공공사회교육기관: 7개>

농업연수원

농업기반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교육원(안성)

농협교육원(창녕)

<민간사회교육기관: 13개>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한국농업경 인중앙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양돈연수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신지식농업인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

한국벤처농업대학

(사)한국4-H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2가나안농군학교

과수농업협동조합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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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도구는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제반 문제점에 대

한 인식 조사문항, 문제점 진단 조사문항,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3>, <부록 1>). 농업

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 진단을 위한 문항은 CIPP 모형

(Stufflebeam, Shinkfield 1985)을 근거로 연구자가 개발하 다. CIPP모

형은 평가활동을 통하여 조직 운 에 있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어내는데 유용한 평가 모형으로 직업 교육․훈련 분야

에서 프로그램 진단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모형에

서는 평가의 대상을 상황(context),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

(product) 등 네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각종 활동을 체제적(systemic)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모형은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기본 모형으로 

활용되었다.

  설문조사 자료수집은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이루어졌

다. 자료수집 대상 기관장에게 협조공문 발송 및 전화를 통한 담당자 

협조 확인 후, 담당자들에게 질문지 발송(이메일과 팩시 리 이용)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회수결과 조사대상 42개 기관 중 37

개 기관(대학 18개, 사회교육기관 19개)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88.1%

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이 미흡한 사례의 경우 면접조

사를 통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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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설문조사 내용과 문항 구성

조사내용 해당문항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 1-4

농업인

교육

훈련

프로

그램

의

문제

진단

상황

요인

∙기관 내 교육․훈련 사업의 위상

∙기관의 교육․훈련 역량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요구 조사

1

1-1, 1-2, 1-3

2, 2-1, 2-2

투입

요인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운  재정

3

4, 4-1

7

8, 8-1, 8-2

과정

요인

∙프로그램 실시 시간과 장소

∙교육․훈련 강사 

∙교수학습방법

5, 5-1

6, 6-1

9, 9-1

산출

요인

∙프로그램 평가

∙교육이수생 사후관리

10, 10-1, 10-2

11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인식 12, 13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 14

나. 농업인

  농업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의 대상은 한국농업경 인연합회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등이었다. 

  설문조사 도구는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제반 문

제점에 대한 인식 조사, 농업인의 프로그램 내용․방법․지원과 관련

한 요구 조사,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일반사항과 

농 실태 조사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1-4>, <부록 2>).

  설문자료의 수집기간, 수집방법, 회수현황은 <표 1-5>와 같다. 설문

자료 수집은 2005년 7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및 우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총 77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응답자중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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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남성은 86.8% 고, 20∼30대가 5.5%, 40대가 32.9%, 50대가 

19.9%, 60대이상이 41.7% 으며, 농작목별로는 식량작물 농가가 

47.6%, 과수 농가가 16.1%, 채소 농가가 21.4%, 특용/화훼 농가가 

5.5%, 축산 농가가 9.4% 다<부록 3>.

표 1-4. 농업인 설문조사 내용과 문항 구성

조사내용 해당문항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문제점 12, 12-1, 12-2

농업인 

교육

훈련 

프로

그램

에

대한 

요구

내용 

요구

∙프로그램 내용 전반

∙ 농계획, 사업기반조성 작업 분야

∙경 관리, 정보획득 작업 분야

∙가족/지역사회의 관계, 농일손관리 분야

∙농기계 및 시설 관리, 생산 관리 분야

∙작물재배(가축사육)기술 분야

∙마케팅, 사업 검토 및 재계획 분야

6

6-1

6-2

6-3

6-4

6-5

6-6

방법 

요구

∙교수학습방법

∙교육․훈련 강사

∙교육․훈련 시설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실시 시기와 기간

7, 7-1

8

9

10

11

지원 

요구 

∙프로그램 정보 취득경로

∙교육․훈련 비용

∙이수생 사후관리방안

13

14

15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인식 16-1∼16-4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의견 17

일반사항 성별, 농경력, 경 승계여부, 학력 1, 2, 3, 3-1

농실태
∙ 농작목/판매대금, 농규모

∙경 수준

4, 4-1, 4-2

5, 5-1, 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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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농업인 설문조사 기간, 방법, 응답 현황

설문조사대상

한국농업경 인

연합회원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기간 2005.07.27∼08.09. 2005.09.02. 2005.09.26∼10.10.

방법

각도 농업경 인대회 

기간중

설문지 배부․회수

전국 여성농업인대회

기간 중

설문지 배부․회수

우편조사

응답
(률)

206부 회수 60부 회수
1000부 발송, 

507부 회수(50.7%)

3.3. 전문가 자문

  이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 연구설계 세미나(2005년 3월)

-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 및 원외 전문가

- 내용: 연구설계의 타당성 검토

○ 전문가 자문(2005년 7월)

- 대상: 현장 선도 농업인

- 내용: 농업인 대상 설문지의 타당성 검토, 정책적 제언 수렴

○ 중간검토 세미나(2005년 7월)

-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 및 원외 전문가

- 내용: 연구 진행사항 점검 및 진단․요구 조사지의 타당성 검토 

○ 전문가 자문(2005년 8월)

- 대상: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담당자,  교육․훈련 기관

평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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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기관 진단용 설문지 타당성 검토

○ 연구결과 세미나(2005년 11월)

-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 및 원외 전문가

- 내용: 문제 진단 및 요구 분석 결과 및 개선방안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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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 및 연구 동향

1. 정책 동향

  농촌진흥청이 1962년 발족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

고 본격적인 교육․훈련이 시작된 이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겨울 농민교육’과 같이 문맹퇴치와 더불어 국민계몽 차원의 공민교육

에서 출발한 농업인 교육․훈련은 이후 식량 자급 달성 및 소득 작목 

개발을 목적으로 한 구체적인 생산기술 및 농업기계기술 위주의 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훈련 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송해균 등 

1999). 현재에는 양적, 질적으로 많은 팽창이 이루어져 다양한 기관에

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현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의 핵심 기조를 이루고 있는 

농림부, 농촌진흥기관, 농협 등의 최근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과 주

요 교육․훈련 프로그램 동향을 고찰하 다. 농촌진흥청 및 도 농업기

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이 연구의 대

상이 아니지만 전체 농업인 교육․훈련과 관련한 정책적 맥락을 파악

하는 관점에서 고찰 범위에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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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림부

  농림부는 농업․농촌기본법4을 기본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법5, 친

환경농업육성법6,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7,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법적 근거로 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농림부(2004a)가 ｢농

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농업인력양성 부문을 특화하여 

제시한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농림부 2004b)에 따르면 그동안

의 농업인 교육․훈련의 문제를 ①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농업인력구

조 변동 등 인력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훈련 부족, ② 신규 창업농

에 대한 교육과정이 정책설명, 단순 기술교육으로 운 되어 성공적인 

농정착 교육으로는 부족, ③ 기존 농업인 교육․훈련은 공급자 중심

의 집합교육 위주로 운 되어, 점차 하향 평준화 등으로 교육 효과 저

하, ④ 농업인 교육시 농업인․생산자 단체의 참여 미흡, ⑤ 선교육 

후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신규 정책추진 효과 반감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21C 우리 농업을 선도할 우수 후계

농업인 육성” 및 “연간 5천명 대체인력육성 교육 및 신규 후계농 교

육”의 목표 아래 ① 농업인력 수급예측체계 구축 및 교육기관 입학유

인 대책 추진, 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③ 전문기술․경

교육 강화로 정예인력의 대체수요 대응, ④ 생산자 단체 등을 활용

4 제12조(후계농업경 인의 육성), 제1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제14조(여성농

업인의 육성), 제17조(농업인의 경 혁신 및 자금지원)
5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 능력 향상)
6 제14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7 제19조(교육훈련등)



19

한 품목별 전문교육 강화, ⑤ 교육과 연계된 농업인자격증제 및 비농

업인 민간자격증 도입, ⑥ 관련기관별 합리적 역할분담과 지원체계 구

축 등의 전략을 제시하 다.8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운 방식을 기존 공급자 중심의 집합식․이론 교육 위주에서 현장 

착형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할 것을 강조하 다. 이를 위해 이

론 위주의 오프라인 교육은 사이버교육 등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예산을 집중하고, 수준별 성장단계별 맞춤교육

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활용 차원에서 발전단계별로 필요한 기술, 경

기법 등 단계별 적정 교육과정 기법 및 프로그램의 모델 개발 등을 

제시하 다. 

  특히 농림부는 2005년 4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

과 관련하여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한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제시하 다. 이에 따르면 ‘실수요자 중심의 친환경농업 인

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기존 친환경농업 단체 회원 중심 재교육을 

지양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가면 누구나 쉽게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입문 → 기초 → 심화 등) 친환경농업 

교육을 유도함으로써 단계별 교육과정을 통해 친환경농업 중도 포기

를 최소화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친환경농

업생산 설계에서 판매까지 전문경 이 가능한 신지식농업인을 양성하

8 2005년 제시된 농업인 교육․훈련 계획(농림부 경 인력과 2005)을 보면 추

진목표를 ‘21c 우리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 농업인력 육성’에 두고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추진 ② 생산자 단체 

등을 활용한 품목별 전문교육 강화 ③ 농과계 학교의 현장교육강화로 정예 

농업인력 양성 ④ 농업인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농협의 교육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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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 다. 또한 환경농업단체에서 지역별로 특화된 대학의 신청을 

받아 실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농업인이 시기와 

장소,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농수준이나 재배품목을 고려하여 맞춤

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선택권을 부여한 바우처 제

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부는 매년 농업연수원 및 20여 개 민간단체 교육․훈련 계획 

및 전년도 기관 평가 자료를 근거로 이들 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

램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농업기반공사, 한국신

지식농업인회, 농촌진흥청, 농가주부모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

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경상대학교, 전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농

협대학, 농업연수원, 한국농업경 인중앙연합회, 한국양돈연수원, 농협

중앙회, 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농업교육협

회, 가나안 농군학교, 최고농업경 자협의회 등 22개 교육․훈련기관

의 84개 프로그램을 통해 약 47,000여 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

고, 이를 위해 총 35.7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9

1.2.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법에 근거하여 농업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진

흥청은 교육․훈련의 목표를 ‘미래 농업․농촌을 선도할 창의적 전문

9 2005년 현재 기관별로 개설하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참여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부록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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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양성’에 두고 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① 지식․정보화 농업을 

선도할 공직자 리더십, 시책교육 강화, ②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맞

춤식 교육과정 개발․운 , ③ 농업인 기능교육 확대 및 도시민 귀농

프로그램 신규 운 , ④ 교육시설 개선으로 교육의 질 및 고객 서비스 

향상 등으로 삼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전문농업인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핵심기술 교육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② 수확 후 관리, 마케팅 기법 

등 기능교육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① 품목 중심의 소득작목교육과 기능 중심의 전문교육과정으로 

구분 운 , ② 사전 수요조사에 의한 농업인 요구를 최대한 반 하여 

교육과정 편성, ③ 현장애로기술 해결 중심의 실기실습, 토론, 질의응

답 등 활성화, ④ 도시 소비자를 위한 특별교육과정 개설로 기술교육 

역 확대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농촌진흥청 2005). 

  농촌진흥청과 9개 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160개 시․군 농업기술센

터에서는 매년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운 하고 있다. 농촌진흥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새해 농

설계’를 포함하여 모두 22개로 이를 통해 매년 약 120여만 명의 농업

인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고, 이를 위해 매년 약 120여억 원의 예산

(국비, 도비, 시․군비 포함)을 사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소

득작목 전문기술교육’ 등 9개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5,180여 명의 농

업인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지역특

화품목교육’ 등 5개 프로그램을 통해 도별로 매년 대략 800여 명, 그

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해 농설계교육’ 등 8개 프로그

램을 통해 시․군별로 매년 대략 40,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교육․훈

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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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협

  농업인 교육․훈련의 또 하나의 큰 제공 주체인 농협은 농업협동조

합법 제60조(조합원에 대한 교육)를 근거로 하여 농업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은 교육․훈련을 통해 ① 정체성 확립을 위한 협

동조합 이념교육 강화, ② 조합원 실익 중심의 현장교육 강화, ③ 조

합원과 계통 조직간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시․군 단위 팀빌딩(team 

building)교육 강화 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 아래 

① 조합원ㆍ임원들의 농협조직ㆍ농협사업 이해 교육 강화, ② 조합의 

경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들과의 팀빌딩 교육, ③ 지역특산물 판로 확

보를 위한 유통활성화 토론회 개최, ④ 지역별 우수농업인 선정 현장

방문 교육과 벤치마킹, ⑤ 농업경 컨설팅 내실화를 위한 대농업인 홍

보 강화, ⑥ 시․군단위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사이버교육원 홍보), ⑦ 

도시 소비자에 대한 농업ㆍ농촌 이해 교육 실시, ⑧ 품목별 협의회 육

성 및 토론회 개최, ⑨ 신지식농업인 양성을 위한 외부 전문강사 초빙 

강좌, ⑩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도 및 선진지 견학, ⑪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에 따른 여성농업인 교육 확대, ⑫ 농민조합원, 농민단체, 계통임

직원간 한마음 대회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농협중앙회 

2005).

  농협은 중앙회 차원의 교육원(안성, 창녕)을 통한 교육․훈련 그리

고 지역본부, 시․군지부, 조합 차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회 차원에서는 ‘농가경 관리’ 등 22개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약 

6,600여 명의 농업인을 교육하고 있고, 이를 위해 매년 약 4여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 각 도 지역본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목 및 주산

품목 교육을 위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시․군지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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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특색 농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교육, 여성농업인 교육 등과 

함께 농기술․농업경  및 유통 부문 교육이 각각 연 2회 이상 실

시하고 있으며, 조합단위에서는 농기술․농업경  및 유통 부문 교

육을 연 5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1.4. 기타

  농림부 지원, 농촌진흥기관 주관, 농협 주관의 농업인 교육․훈련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 자체 주관으로 농업인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대산농촌문화재단과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공동으로 

매년 주최하고 있는 지방농민대학, 농업인들에게 경 과 마케팅에 대

한 새로운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벤처농업대학,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설한 괴산고추대학과 같

은 작물전문대학의 프로그램 등은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교

육․훈련 프로그램은 그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어 있지 못하다.

2. 연구 동향

2.1. 국내 연구동향

  국내에서는 농업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가 수

행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선행연구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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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향을 고찰하 다. 특히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를 고찰하 는데, 여기에는 농업인

력 양성체제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 민간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을 진단한 연구, 귀농인이나 여성

농업인 등 특정 농업인 대상 교육․훈련의 개선과 관련한 연구, 농업

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연구 등이 있었다.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농업인력 양성체제 전반에 접근한 연구(이용

환 등 2000; 안덕현 등 2001; 정철  등 2001; 강대구 등 2003․2004)

들은 대체로 비슷한 맥락에서 농업인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농업인력 양성 관련기관 

간의 협조가 미흡하고, 농업인력 양성기관 간의 특성화가 미흡하고, 

교육․훈련 내용의 현장 적용성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담당자의 전

문성이 부족하고, 양성기관의 교육여건이 미흡하고, 농업인력육성기관

에 대한 체계적 평가체제가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프로그램들이 농업인

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을 위

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업인들의 농업관련 지식과 정보 및 기술을 전

문적으로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또한 교

육․훈련 프로그램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 한

계로 인해 농업인의 교육․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실습

장 부족으로 인해 교육․훈련이 강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제 등도 

지적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농업인력 육성 관련 기

관을 특성화하고,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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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체제를 확립하고, 농업인력 육성

기관에 대한 평가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

다. 특히 농업인력 육성 관련 기관의 특성화와 관련하여 생산자 단체

와 농업인 단체의 설립 특성에 근거하여 특정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변화에 부응

하는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의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교육․훈련 

내용에 지식기반 농업의 특성을 반 하고, 농업현장 중심의 농업교

육․훈련으로 전환하고, 현장 적용력이 높은 교수학습 방법 개발과 동

시에 강사들의 교수능력 개발을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해

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체제 확립과 

관련하여서는 농업교육․훈련 바우처 제도의 도입 및 운 , 그리고 농

업인력 육성기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

인정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 농업인력 육성 단계를 유형화10

하고 그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훈련 접근, 우수 농가에 신규후계인력 

및 일반농가에 대한 교육자격을 부여하여 후계인력의 농정착을 지

원하는 ‘후계인력 육성 자격제’, 농에 필요한 각종 기술이 경제적인 

10 강대구 등(2004)은 농업인을 예비단계(교육이수중인 자나 창업을 준비하며 

교육 및 훈련, 실습을 받는 자), 취농단계(창업자,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 초보적 기술, 경 , 소득수준,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농을 하는 사람. 

이론과 기술을 통합하는 단계로서 초보적 수준을 지칭함), 정착단계 ( 농정

착에 성공한 사람. 기술수준이 지역 평균 수준), 발전단계 (기술과 경 , 소

득수준이 해당품목의 전체 평균 수준), 안정단계 (기술, 경 , 소득 수준이 

해당 품목의 전국 평균 수준 이상. 부분별 전국 평균 이상) 등으로 나누고, 

후계수련단계 (기술과 경 수준이 품목내에서도 전국 평균 수준보다 월등히 

높고, 전국농업인 수준에서도 상위수준이며, 농업이외 분야의 평균 소득과도 

비슷하거나 상위수준), 경 이양단계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로서 그들의 지

식이나 기술을 실제 경 에 종사하기보다 후계를 가르치거나 자문이나 봉사

활동에 관여하며 농업을 후원하는 단계의 농민) 등으로 유형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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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시적인 생산모델을 제시하고 이 모델 속

에서 각 분야별 기술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왜 이러한 모델이 경제

적으로 이로운가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으로서 ‘생산모델에 

의한 종합교육제’ 등을 제안하기도 하 다.

  박문호 등(2003)은 현행 민간위탁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을 평가

하면서 다음과 같이 민간 교육․훈련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농업인 교육․훈련이 대부분 1회적으로 이루어져 농업인이 자신의 농

업경  수준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

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농업인 교육기관이 중앙, 지자체, 대학, 농업 관련 단체 등

으로 분산되어 상호 차별화되지 못하고 일반 교양수준의 교육․훈련

이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 다. 또한 연 7만 명 내외의 집체교육을 하고 있으나 1

인당 예산이 4만원 미만으로 일반적인 교양강좌 수준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문기술 획득에 필요한 심화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공급자 

위주의 소집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교육생의 교육 참여 열의를 떨

어뜨리고 있다고 하 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분야별 전문교육 및 

현지교육을 확대하여 교육생의 특성에 따라 단계별 심화교육이 필요

하며, 전문교육단계에서는 분야별 전문화된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

해야 하고, 또한 교육 수요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도록 현지교육 활성화를 주장하 다. 그리고 교육수요

에 대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능력에 대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분야별 전문 프로그램

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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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목포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2000), 정철 (2001), 이호철 등

(2002), 정기환 등(2002)은 여성 농업인의 전문인력화와 관련한 연구

에서 여성 농업인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었

다. 아직까지 여성 농업인력 양성과 관련한 패러다임 전환이 미흡하

고, 여성 농업인력 양성기관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여성 농업인력 양

성기관의 특성화가 미흡하고, 생활개선 교육에 지나치게 교육내용이 

치우쳐 있고, 여성 농업인의 대상별, 수준별로 특화되어 있지 못하

고, 교육내용의 현장적용성이 떨어지고, 교육․훈련 기회 접근성이 고

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 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농업인 

대상별 교육․훈련의 특성화와 전문성 제고, 기관별 교육․훈련의 전

문화, 교육․훈련 과정별 연계강화, 교육기회의 확대 및 접근의 용이

성 제고,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둔 교육․훈련 과정 개발 및 운  등

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기환 등(2002)은 여성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과 관련하여 ① 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목표 달성을 위

해서는 각급 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을 보다 구체성 있게 전문화하고, 

② 전국의 농업인들이 동일한 교육 과정에 참여할 경우 동일한 수준

의 교육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표준화 하고, ③ 교육을 위한 교과는 

총론적 수준에서 벗어나 핵심기술 또는 주제별로 세분화하여 전문적

이고도 구체적인 교과목으로 재편성되어 현실성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④ 교육 과정을 교육생의 수준에 따라 

기초, 중급, 고급 과정으로 구분하고, 핵심기술이나 주제별로 세분화

된 교과목에 따라서 교육생들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 수준 및 관심 주

제에 맞는 교과를 선택하고 교육 목표를 세워 전문 분야의 교육을 체

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 다.

  이 밖에 서규선, 변재면(2001), 김성수 등(2004)은 귀농자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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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에서 귀농단계별로 차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행을 강조하 다. 특히 서규선, 변재면(2001)은 귀농자를 

위한 장․단기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연구에서 귀농자가 겪는 어려움

을 자금부족 및 농기반조성 곤란, 농기술 부족, 농산물 판매 곤란, 

주위 사람의 시선 및 일손부족 등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 요구를 구명하 다. 한 예로 농기술 부족의 경우 수지맞는 작

목선정 기술, 적지적품종 선정기술, 토양개량기술, 농기계 기구 사용

기술, 재배 및 사육기술, 농시설 관리 운 기술, 수확판매기술, 농산

가공기술, 농장경 기록진단기술 등에 대한 교육요구를 도출하 다. 

또한 귀농단계를 귀농탐색 및 준비 단계, 귀농적응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지식적, 기술적 교육요구를 구명하 는데, 한 예로 

귀농탐색 및 준비 단계에서는 귀농자 지원정책 정보, 농경지 구입 및 

임차방법․절차, 농경지 구입정보, 농촌주민의 인성 및 농민조직, 농

장취업정보, 작목별 평균소득 분석 정보 등의 지식 등과 작목별 생력

재배 및 유기농업 기술, 농기계 구입 및 운전조작 기술, 토양개량․과

원 조성 농시설물 설치 및 개량 기술 등이 필요하다고 하 다.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두

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 김진군, 최민호, 김재호(1997)

는 농업인 교육과정 개발모형을 제시하 는데, 이 연구에서는 ① 농업

인 교육과정의 교육목표가 실천성이 강조되는 농업인의 행동변화에 

역점을 두고, ② 교육내용은 특수한 장기교육을 제외하고는 당면한 과

제의 해결과 새기술․정보 등 실용도가 높은 내용을 강조해야 하고, 

남녀노소, 기술 수준과 요구의 차이 등 교육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특성의 다양성을 반 하고, ③ 교육 대상자의 다양성, 교육내용의 전

문성과 실용성, 농업의 취약성 등을 잘 고려하는 교육담당자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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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전문소양이 필요하다고 하 다. 그리고 ④ 농업인의 참여 증진

과 구체적 경험획득을 위한 실증적 교육을 강조하고, ⑤ 농업인의 

농형편상 장기출타가 요구되는 집합교육보다는 단기 핵심기술교육 및 

수시 농단계별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한편 농업인 교육과

정의 개발절차를 ① 교육과정 개발 기본계획 수립, ② 교육수요 분석, 

③ 교육과정 개발 실천계획 수립, ④ 교과목 및 교과목별 교육목표 설

정, ⑤ 교육내용 선정, ⑥ 교재준비, ⑦ 교육실시, ⑧ 교육과정 평가, 

⑨ 교육과정 개선 보안 등으로 제시하 다. 

2.2. 외국 연구동향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는 우리보다 산업발전을 먼저 경험한 선

진국들도 공유하고 있는 문제이다. 각국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

업인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비

형식적인 학습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특히 농업인 

학습자 특성 구명, 프로그램 대상으로서 농업인 유형화 및 차별화, 농

업인이 요구하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구명, 온라인 교육 도입 등의 

수요자 중심성을 높이려는 노력들은 우리나라 농업인 교육․훈련 프

로그램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농업인들의 학습자 특성과 관련하여 Lee와 Reeve(1991)는 농업인들

이 교육․훈련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현상의 원인을 구명하려 하 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규 교육과정이 농업인들이 아닌 농

업 관련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교육․훈련이 

농 현장의 다양성(variability)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 하지 못

하고 있어 현장 적절성(relevance)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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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농업인들은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자기 만족하는 경향이 있고 

교육․훈련이 있으면 그들의 자식을 보내는 경향 때문에 농업인들이 

교육․훈련에 대한 참여가 적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Kilpatrick 등(1999)은 농업인들이 교육․훈련에 참여하는데 있

어 장애요인을 ① 농업인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부정적 태도, ② 시

간의 부족,  ③ 프로그램들의 현장 적절성 부족, ④ 농업인 자신의 낮

은 자신감, ⑤ 교육․훈련의 불명확한 경  이익과의 관계, ⑥ 교육․

훈련 장소에 접근성 부족, ⑦ 남성 농업인 위주의 교육, ⑧ 교육․훈

련 방식의 부적절성, ⑩ 낮은 교육수준과 더불어 (교육)실패에 대한 

두려움, ⑪ 교육내용의 편향성과 ⑫ 일부 성공 농업인의 경우 스스로 

배울 수 있다는 인식 등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교육․훈련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업인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

려는 시도는 외국 선행연구의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 다. Bamberry 

등(1997)은 농업인의 농가경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농업인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사업계획, 의사결정, 위기관리(A, 

B), 환경관리, 인적자원관리, 의사결정에 있어 자료활용, 마케팅 등의 

8개 농가경  관련 요소들을 얼마나 많은 활동을 농가에서 실시하고 

있는가를 토대로 Level A(6개 이상 요소 활용), Level B(4개 이상 요

소 활용), Level C로 나누고 있었다. 

  Kilpatrick 등(1999)는 농업에 대한 철학적 배경에 근거하여 농업인

들의 농업경  양식은 혁신적(Innovative), 진보적(progressive), 중도적

(middle of road), 자원부족(resource poor), 전통적(traditional) 양식 등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평소 활용하는 학습 경로에 근거하여 

일부 지역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지역 중심형(local focused),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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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 중심형(people focused), 사람 중심형이 하는 활동에 더하여 

농업경  관련 매체를 통해 학습을 하는 자료 탐색형(outward 

looking), 자료 탐색형이 하는 활동에 더하여 각종 외국 사례 수집 그

리고 전문가와 협동작업을 통해 학습을 하는 확장적 네트워크형

(extensive networking)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었다.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연구소 중의 하나인 ERS(Economic 

Research Service)(2000)에서는 농업인 대상자별 각종 정책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농가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농규

모 뿐만 아니라 농업경 주의 농업경 활동의 수준과 농산물 판매와 

관련한 역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농가를 구분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농가는 크게 여덟 가지로 구분되는 데 소농으로 농산물 판매

대금과 순이익이 적은 제한된 자원형(limitted resource) 농가, 경 은퇴

를 고려하고 있는 은퇴형(retirement) 농가, 농업외 활동이 더 활발한 

안주형(residentail/lifestyle) 농가, 저수익소형 전문농가, 고수익소형 전

문농가, 중형 전문농가, 대형 전문농가, 그리고 전문농업경 인이나 

농기업에 의해 운 되는 농업경 체 등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NENFN(2001)에서는 소농창업자가 농경력이 쌓여감에 따라 농

에 대한 몰입과 위험 통제 능력이 차이가 있음에 근거하여 ① 예비기

(Recruit) ② 탐색기(Explorer) ③ 계획기(Planner) ④ 취농기(Start-up) 

⑤ 재구조화기(Restrategist) ⑥ 정착기(Establishing) 등 6단계로 나누고 

있었다. 예비기에서 계획기까지는 아직 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

을 의미하고, 취농기는 농경력이 3년 이하의 농가, 재구조화기는 

농경력이 4∼10년 정도로 취농기 농구상을 재고하고 있는 농가, 정

착기는 어느 정도 경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농가를 의미한다.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의 체계화 그리고 더 나아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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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화까지 시도하는 연구 역시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 NESFI 

(New England Small Farm Institute)(1999)에서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DACUM11 법을 사용하여 미국의 소농

(small scale farmer)들에게 필요한 직무를 구명하 다. 9명의 농업인 

전문가 패널을 통해 성공적인 농업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업무와 작

업을 구명하고 이를 60여명의 현장 농업인에게 집중인터뷰

(focus group)를 통해 개발하 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구명한 농업인

에게 필요한 업무는 크게 농계획, 사업기반조성, 경 관리, 교육․

훈련,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유지, 인력관리, 농기계관리, 농장시

설관리, 생산관리, 가축사육(작물재배), 마케팅, 사업 검토 및 재계획 

등 12개 다<표 2-1>.

  이밖에 호주의 New South Wales의 Rural Training Council(1995)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특정 지역의 생산물과 관

련한 마케팅, 경 관리, 경 위험분석(business risk analysis), 토지지력

관리(landcare & sustainability), 정보화, 재정관리 등으로 구명하 다.

11 데이컴(DACUM)이란 “Developing A Curriculum”의 준말로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어 온 직업분석의 한 가지 기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교

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비교적 단시간 내에 추출하

는 데 효과적이다. 이 기법은 미국과 캐나다의 교육계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이무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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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NESFI(1999)가 규정한 농업인에게 필요한 업무와 작업

업무 작업

농계획
(Plan Whole 
Farm)

․사업목표 설정 ․가용 자원과 요구 사정

․시장 조사 ․기업 선택

․토지 취득(임차, 매입) ․토지 조사

․생산․유통․재정 계획 수립․토지보존/사용계획

․법적 요구사항 조사

사업기반조성
(Set up Farm 
Business)

․사업형태(독농가, 협동농, 농기업, 농조합)선택

․농가 경 팀 구성 ․경 정책 수립

․거래계좌 개설/유지 ․신용 및 자금 확보

․허가, 자격 및 보험 확보 ․건강보험 및 은퇴계획

․회계장부 및 농활동 기록 체제 구비

경 관리
(Manage Farm 
Business)

․ 농일정표 수립 ․커뮤니케이션 관리

․판매대금 회수 ․각종 비용(세금) 지불

․회계장부 기입 ․현금흐름 파악

․신속한 의사결정 ․약점 도출

․ 농활동(재정, 생산, 판매) 기록

․부채 관리 ․정부규제 준수

교육․훈련

(Pursue Education 

& Professional 

Development)

․최신 생산․유통 동향 파악 ․이웃농가 방문

․최신 경 기법 파악 ․고객 상담

․컨퍼런스․워크숍․교육 참가

․선진농가 연수 ․지역 기관과의 유대형성

․ 농조언자 확보 ․지역 전문가 상담

․ 농서적․잡지 구독 ․본인 농가 관찰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유지

(Nourish Family 
& Community 
Relations)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 확보

․이웃과의 관계 수립 ․매혹적인 농장유지

․지역사회/농민 단체활동 참가

․지역사회 행사 및 농장투어 주최

․다른농가, 기업 등과 협동적 관계 설정

․식품안전, 지역농업 촉진

인력관리

(Manage Farm 

Labor Resource)

․계절별 농일손 수급 계획 ․직무설명서 준비 

․각종 농안전사고 대비 ․농가오리엔테이션 실시

․농가인력(종업원) 교육․훈련 및 감독

․노동(종업원) 사용 관련 규약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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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농기계관리
(Manage Tools, 
Equipment & 
Supplies)

․농기계 목록 및 사용일지

․새로운 농기계 구입 및 주문 제작

․농기계 사용․유지․보수

농장시설관리

(Manage Farm 

Infrastructure)

․농장시설 목록 및 관리일지 준비

․농장시설(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등) 설치

․농장시설 사용․유지․보수

생산관리
(Manage 

Production & 
Natural Resource) 

․토지 비옥도 관리 ․토양, 수질 점검

․병충해 관리 ․필요 장비/투입재 구입

․자연재해(태풍, 가뭄) 대비 ․작물(가축) 회전률 관리

․생산활동의 환경 향 점검 ․새로운 품종 시도

․부산물 관리 ․정부 규제사항 준수

가축사육

(Raise Livestock)

․생산량 계획수립 ․초지 관리

․가축 사양(사료 및 양 공급 등) 계획

․가축위생 관리 ․사료 투입비 균형화

․착유․도축․가공 ․가축 건강/복지 점검

․축분 관리

작물재배

(Raise Crops)

․작물생산 계획 ․수리관리

․농기구 안전조작 ․토지경운

․파종, 육묘 및 수확 ․거름주기

․수확후 처리 및 저장

마케팅

(Market Farm 

Product and 

Services)

․년간/계절별 판매계획 ․시장조건 분석

․마케팅 전략 선택 ․구매자 접촉

․농산물 홍보수단 개발

․경쟁자․시장변화 파악

․급격한 시장변화 대응 ․소비자 피드백

․농축산물 판매 ․농축산물 배송

사업 검토 및 
재계획

(Review & Replan 
Whole Farm)

․재정 지표 및 세금 보고서 준비

․ 농자료 검토․분석 ․ 농계획 수정

․차기년도 농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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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 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교육․훈

련 내용 체계화 단계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표준화시키고, 또

한 자격제도와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었다(조정윤 등 2003). 미국의 경우 

NSS(National Skill Standards), 국의 경우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호주의 경우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뉴질랜

드의 경우 NCS(National HCompetency Standard), 캐나다의 경우 

OS(Occupational Standards) 등에서는 농업 분야에 주요 농작목별로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의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12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교육․훈련 방법과 관련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호주 New Southwales의 Rural Training Council(1995)

에서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훈련은 ① 학습자와 산업계의 요구

를 충족시키고, 현재 뿐만 아닌 미래 환경 변화에 적절한 지식과 기술

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고, ② 학습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필요한 기

술과 역량의 획득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③ 교육․훈

련의 결과는 측정 가능해야 하고, ④ 행동과 실제의 변화에 향을 주

고, 수익성 향상에 기여함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 다. 이들은 이러

한 농업인 교육․훈련의 기본방향을 충족시키는 방안 모색의 일환으

로 호주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교육방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농업인

들은 지역에서 제공하고(local delivery), 단기과정(short course) 위주로 

제공하고, 강의법보다는 사례연구를 제공하고, 이왕이면 직접 몸으로 

12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에게 요구

되는 최적의 직업능력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2004년 말 현재건설기

계, 기계가공, 기계설계, 미용서비스, 정보기술(IT), 자동차정비, 출판인쇄, 환

경, 건설시공, 마케팅 등 15개 역 83개 직종에 대한 ‘국가직업능력표준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을 만들어 발표했다.  



36

경험해보는 훈련(hand-on training)을 제공하고, 계절적 특성을 반 하

여 융통성 있게 구성하여 제공하고, 보육 지원을 고려하여 제공하고, 

자기 농가학습을 포함하고, 인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교육․훈련

을 선호하 다. 

  한편 Kilpatrick(1997)이 농업인이 선호하는 교육․훈련방법을 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단기과정, 세미나, 워크숍, 산업체 미팅, 컨퍼런스, 

현장견학(field days) 등에 대한 농업인들의 선호가 높았다. 특히 농업

인들은 프로그램이 믿을 만한 기관과 강사에 의해 해당 지역에서 제

공될 때 가장 학습을 잘하고, 이왕이면 단기코스로 프로젝트 형식 또

는 실천학습(action-learning) 형식으로 전달되고, 농업경 의 바쁘고 

한가한 현실을 반 하여 프로그램이 융통성있게 조직․편성되는 것을 

선호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Trede와 Whitaker(2000)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

는데 이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방식은 경험

에 의한 학습(learning by experience)과 문제해결 상황에서 교육자의 

실습경험과 사고경험을 강조하는 방법, 현장학습(on-site instruction)에 

의한 교육․훈련을 선호하 고,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 많은 이

동을 해야 하는 교육이나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에 대한 선호는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이들이 선호하는 교육주체로는 부모․

형제․이웃, 대학의 농촌지도(extension), 농업컨설턴트(agricultural consultant), 

농업인 조직(farm organization), 농기업 등이었고, 상대적으로 정부기

구나 학교교육기관, 주에서 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는 낮았

다. 

  아직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농업인 교육․훈련과 관련

하여, On-line 교육, 또는 e-learning13 도입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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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었다. Zeddcomm(2003)은 캐나다의 경우 농무성(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차원의 농업인 교육․훈련에 e-learning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농업 분야 교육․훈련에 e-learning 도입 시 ① 불

확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이득으로 인한 e-learning에 대한 부정적 인

식, ②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한, ③ 문화적 저

항, ④ 오피니언 리더의 부족, ⑤ 컴퓨터 사용 기술의 제한, ⑥ 비용 

등의 문제가 농업 분야 교육․훈련에 있어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한편 그동안 전통적인 집체교육 형식의 농업 분야 교육․훈련

의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고, 교육․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

키고, 다른 산업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e-learning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 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장 효과

적일 수 있는 e-learning 방식으로 Blended Learning을 제안하고 있다.

  효과적인 교육․훈련 방안과 관련하여 최근 직업 교육․훈련 분야

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역시 Blended Learning14이다. 특히 일반 기업

체에서는 Blended Learning을 통한 사원들의 교육․훈련은 기업경쟁

력의 원천으로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15

13 교육공학(educational technology)적으로 On-line 교육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 

e-learning이다. 즉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은 On-line, 네트워크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자료와 방법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e-learning이

라고 한다. 따라서 혹자는 e-learning의 “e”가 expanded의 의미를 가지고 있

다고도 한다. 
14 Blended Learning은 국내에서 일부 ‘혼합학습’, ‘통합학습’ 등의 용어로 번역

되어 사용되거나 그냥 ‘브랜디드 러닝’으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원 문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15 최근 한 조사(오연경 2004)에 의하면 국내 기업 중 과반수가 이미 Blended 

Learning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이미 85%가 넘는 대다수 기업이 

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재직자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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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nded Learning이란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훈련 방식과 e-learning

을 효과적으로 통합(Blend)하여 두 가지 방식의 교육의 장점을 모두 

획득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의미한다. Blended Learning에서 의미하는 

통합에는 On-line과 Off-line 학습공간의 통합, 개인학습 및 집단학습

의 통합, 구조화된 학습과 비구조화된 학습의 통합, 학습과 일의 통합 

등 다양하다. 이를 통해 Blended Learning은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필

요로 하는 시점에, 적절한 학습자에게, 적절한 학습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학습 테크놀로지를 적용함으로써, 학습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Singh & Reed 2001). 

  Blended Learning이 최근 주목받는 교육․훈련 방안이 된 것은 다음

과 같이 과거 집체식 교육․훈련 방식이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문제

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Singh 2003; Smith 2001). 

  첫째, Blended Learning을 통해 학습기회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집

체교육을 통해 학습하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참석한 사람에게만 교

육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게 된다. 

온라인 교육만 받는 경우도 학습의 장이 오직 사이버 공간속에 한정

되므로 풍부하고 확장된 교육 경험을 가지기 어렵다.

  둘째, 학습 효과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각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단

점을 보완해 주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됨으로써 가능한 결과이다. 그

리고 학습내용, 학습목표, 학습자에 따른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 방

법을 선택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업자 교육․훈련에 Blended Learning을 도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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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비용과 자원을 고려한 최적화된 교육 운 을 가능하게 한다. 

Blended Learning은 다양한 전달방식을 조합하여 개발 비용과 시간,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현실 상황에 부합되게 조절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은 

지식과 기술의 발달로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교육에 대한 요구에 보

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다양한 학습자 특성과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하나의 교수 

방법을 사용한다면 다양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의 요구를 충

족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Blended Learning 방식은 학습자 개인이 원

하는 방식에 의한 참여가 가능하므로 보다 개별화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업인 교육․훈련은 집체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와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문제점의 상당부분은 집체식 교

육․훈련의 한계로 인한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규모의 비전문적인 교육․훈련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교육․훈련 체제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들이다. 따

라서 다양한 학습공간, 학습형태, 학습장소, 학습자원 등을 활용하는 

Blended Learning 접근 방식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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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 진단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진단을 통해 현재 대학과 

사회교육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중심

으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구명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우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훈련의 효과성 인

식에 대하여 조사하 고,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기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농업인 및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 다. 그리고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관련 문제의 

원인 구명을 위해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CIPP모형에 근

거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상황요인, 투입요인, 과정요인, 산출요

인 등의 측면에서 실태를 조사하 다. 

1. 효과성과 문제점

  선행연구에서는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

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제시가 과연 그동안의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농업인들의 농현장에 도움이 전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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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인지, 현재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뭔가 개선의 여지가 필

요하기 때문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

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 구명 이전에 농 교육․훈련이 얼마나 실

제 농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농업인 인식 조사를 통해 그 효과

성을 먼저 분석하 다. 

1.1. 효과성

  농업인들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농 활동에 도움

을 준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농에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

한 사람(‘도움준 편’과 ‘매우도움’ 응답자 합)이 84.4%이었고, 도움이 

안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전혀 도움이 안됨’과 ‘도움 안됨’ 응답자 

표 3-1. 농업인이 인식하는 교육․훈련의 효과

농에 도움을 주는 정도
농경력(년)

전체
∼20 20∼30 31∼

전혀 도움 안됨
0 2 0 2

(0.0%) (1.8%) (0.0%) (0.4%)

도움 안됨
0 9 2 11

(0.0%) (8.2%) (0.6%) (2.4%)

그저그렇다
3 20 37 60

(9.5%) (18.2%) (11.1%) (12.9%)

도움준 편
20 71 222 313

(90.5%) (64.5%) (66.7%) (67.2%)

매우 도움
0 8 72 80

(0.0%) (7.3%) (21.6%) (17.2%)

전 체1)
24 110 333 466

(100.0%) (100.0%) (100.0%) (100.0%)
1) 무응답 사례는 제외하 음

2) χ2=45.92(df=8), p=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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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2.8%에 지나지 않았다<표 3-1>.16 이러한 경향은 농업인의 농

작목, 경 수준,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었지만, 농경

력에 따라서는 경력이 많은 농가일수록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의 도움 정도에 대하여 긍정적이었다. 이 결과를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현재로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타당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농업인 교육․훈련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업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관련한 진단은 기본적으로 현

행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치명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좀 더 개선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접

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1.2. 문제점

  선행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프로그램의 적절한 홍보 부족, 교육․훈련 목표

의 불명확성, 교육내용의 교육대상자별 수준 고려 부족이나 비현실성

(현장 적용성 미흡), 강사의 자질 부족, 교육방법상의 참여(실습)기회 

부족, 교육․훈련 장소와 거리 또는 시기와 기간의 부적절, 교육시설

과 장비 낙후, 교육 평가 방식의 부적절, 교육․훈련 비용 문제, 교육 

이수에 따른 혜택 미비,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체제 미흡, 교육대상자 

16 박문호 등(2003)이 농업인 사회교육기관 수료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

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77%가 만족스럽다

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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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구조사 체제 미흡, 기관의 운 미숙(전문성 부족) 등이다. 

  선행연구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기하고 있

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기관 담

당자들은 교육이수에 따른 혜택 미비(전체 응답자의 63.9%), 교육․훈

련 비용 문제(41.7%), 기관의 운 미숙(전문성 부족)(30.6%) 등을 가장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고, 교육․훈련 목표의 불명확, 내용의 

표 3-2. 기관 담당자가 인식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

문제점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교육이수에 따른 혜택 미비
11 4 8 23

(61.1%) (66.7%) (66.7%) (63.9%)

교육․훈련 비용문제
5 3 7 15

(27.8%) (50.0%) (58.3%) (41.7%)

기관의 운 미숙(전문성 부족)
5 2 4 11

(27.8%) (33.3%) (33.3%) (30.6%)

시설과 장비의 낙후
2 2 6 10

(11.1%) (33.3%) (50.0%) (27.8%)

대상자별 수준고려 부족
4 1 4 9

(22.2%) (16.7%) (33.3%) (25.0%)

프로그램 홍보부족
5 1 3 9

(27.8%) (16.7%) (25.0%) (25.0%)

장소와 거리 문제
3 2 2 7

(16.7%) (33.3%) (16.7%) (19.4%)

교육 대상자 사전 요구조사 체제 미흡
3 1 3 7

(16.7%) (16.7%) (25.0%) (19.4%)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미흡
3 1 2 6

(16.7%) (16.7%) (16.7%) (16.7%)

교육방법상의 참여(실습)기회 부족
3 1 1 5

(16.7%) (16.7%) (8.3%) (13.9%)

교육 평가 방식의 부적절성
1 0 3 4

(5.6%) (0.0%) (25.0%) (11.1%)

시기와 기간의 부적절
2 0 1 3

(11.1%) (0.0%) (8.3%) (8.3%)

교육․훈련 목표 불명확
1 0 0 1

(5.6%) (0.0%) (0.0%) (2.8%)

전 체
18 6 12 36

(100.0%) (100.0%) (100.0%)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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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성, 강사의 자질 부족과 같은 문제는 거의 지적하고 있지 않았

다<표 3-2>. 이러한 경향은 기관유형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농업인들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체제 미비(41.6%), 

대상자별 수준고려 부족(37.7%), 교육방법상의 참여(실습)기회 부족

(35.8%), 시기와 기간의 부적절성(27.4%), 내용의 비현실성(27.1%) 등

에 대한 문제 지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표 3-3>. 농업인 특성별로도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유사하 다<부표 4-32>.

  담당자들이 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외적인 문제 즉, 제반 여건을 

주로 문제점으로 인식한 반면, 농업인들은 프로그램 내적인 문제를 주

로 지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대상자별 수준고려 부족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표 3-3. 농업인이 인식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 

문제점 빈도
1)

백분율
2)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체제 286 41.6%

대상자별 수준고려 부족 259 37.7%

교육방법상의 참여(실습)기회 부족 246 35.8%

시기와 기간의 부적절 188 27.4%

내용의 비현실성 186 27.1%

교육이수에 따른 혜택 미비 183 26.6%

장소와 거리 문제 180 26.2%

교육 대상자 사전 요구조사 체제 미흡 170 24.7%

교육․훈련 비용문제 154 22.4%

프로그램 홍보부족 140 20.4%

기관의 운 미숙(전문성 부족) 140 20.4%

강사의 자질 부족 114 16.6%

교육․훈련 목표 불명확 110 16.0%

시설과 장비의 낙후 103 15.0%

교육 평가 방식의 부적절성 67 9.8%

전 체 688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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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요인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상황요인으로 분석한 것은 기관 내 교

육․훈련 사업의 위상, 교육․훈련 역량,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과정 등이었다.

2.1. 교육․훈련 사업의 위상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 되기 위한 중요한 선결

조건 중의 하나가 기관내 교육․훈련 사업의 안정적인 위상 확보이다. 

기관 내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위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교육․훈련 사업을 대체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핵심적이지는 않

표 3-4. 기관 내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위상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위상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가장 핵심적이지는 않지만 독립적인 
활동 역

11 1 3 15
(61.1%) (14.3%) (25.0%) (40.5%)

가장 핵심적인 활동
0 4 7 11

(0.0%) (57.1%) (58.3%) (29.7%)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활동
6 0 1 7

33.3% (0.0%) (8.3%) (18.9%)

보조적인 활동
0 1 1 2

(0.0%) (14.3%) (8.3%) (5.4%)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활동

1 1 0 2
5.6% (14.3%) (0.0%) (5.4%)

전 체
18 7 12 37

(100.0%) (100.0%) (100.0%) (100.0%)
*(  )안은 각 열의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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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독립적인 활동 역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전체 응답자의 40.5%), 

그 다음 가장 핵심적인 활동(29.7%)인 경우 다. 하지만 기관 사업의 

보조적인 활동이나 필요에 의해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활동으로 

교육․훈련 사업의 위상을 평가한 기관은 거의 없었다<표 3-4>. 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사회교육기관이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교육․훈련 

사업을 여기고 있는 반면, 대학의 경우 가장 핵심적이지는 않지만 독

립적인 활동 역으로 여기는 차이는 있었다. 

2.2. 교육․훈련 전문성

  제대로 된 농업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담당조직

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행 농업인 교

육․훈련 기관들은 교육․훈련 전문성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 기관 

내 전담조직 또는 전담자는 두고 있었지만 이들의 교육․훈련 관련 

전문성은 다소 떨어졌다. 

표 3-5. 기관 내 전담조직과 인력 유무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전담 부서가 있음
7 4 6 17

(38.9%) (57.1%) (50.0%) (45.9%)

별도 조직이 없음
5 2 4 11

(27.8%) (28.6%) (33.4%) (29.7%)

전담 기관이 있음
6 1 2 9

(33.3%) (14.3%) (16.7%) (24.3%)

전 체
18 7 12 37

(100.0%) (100.0%) (100.0%) (100.0%)
* (  )안은 각 열의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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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내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을 위한 전담조직이나 전담자

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전담기관이나 부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70.2% 고, 나머지는 전담자만을 두고 있는 상태 다<표 3-5>.17 이러

한 경향은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대체로 유사하 으나, 민간사회교육

기관의 경우 별도 조직이 없는 비율이 대학이나 공공사회교육기관보

다 다소 높았다. 

  한편 교육․훈련 전담자의 전공 구성을 조사한 결과, 교육․훈련 관

련 전공(직업교육학, 교육공학, 교육학, 교육심리학, 심리학 등)자로 구

성된 경우는 21.6% 고, 대부분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업

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구성(전체 응답자의 56.8%)되어 있었다<표 

3-6>. 

  면접조사에 의하면 담당자들이 교육․훈련 비전공자로 구성되어있

는 상황과 더불어 기관 자체의 인력부족으로 교육․훈련 담당자들이 

기관의 다른 업무도 같이 처리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수시로 담당자

표 3-6. 전담조직 구성원 또는 전담자의 전문성

담당자 전문성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업무 
담당

9 5 7 21
(50.0%) (71.4%) (58.3%) (56.8%)

수시로 담당자가 바뀜
5 2 3 10

(27.8%) (28.6%) (25.0%) (27.0%)

교육․훈련 관련 전공자로 구성
4 1 3 8

(22.2%) (14.3%) (25.0%) (21.6%)

전 체
18 7 12 37

(100.0%) (100.0%) (100.0%) (100.0%)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각 열의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17 박문호 등(2003)이 농업인 사회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담당조직 실태를 조

사한 결과 독립 기구화된 경우가 28.1%, 전담부서를 둔 경우가 56.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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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뀌는 상황 등은 기관의 교육․훈련 전문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

고 있었다.

2.3. 교육․훈련 기획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교육수요자의 내용요구, 

방법요구, 지원요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은 교육․훈련 프로

그램의 수요자 중심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하

지만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하 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 대한 조사결

과, 대부분 기관자체의 기획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고(전체 응답자의 

64.9%) 있었다<표 3-7>. 과반수가 넘는 기관에서(공공사회교육기관의 

경우 71.4%) 기획 과정에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지만,18 요구조

표 3-7.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과정

기획 과정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기관자체의 기획회의를 통해 
10 4 10 24

(55.6%) (57.1%) (83.3%) (64.9%)

대상자 요구조사 과정을 거쳐
9 5 5 19

(50.0%) (71.4%) (41.7%) (51.4%)

예전에 개설 분야를 근거로 기획
10 1 4 15

(55.6%) (14.3%) (33.3%) (40.5%)

정부 정책을 근거로 기획
2 3 3 8

(11.1%) (42.9%) (25.0%) (21.6%)

전 체
18 7 12 37

(100.0%) (100.0%) (100.0%) (100.0%)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각 열의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18 박문호 등(2003)이 농업인 사회교육기관의 사전교육수요 파악 실태를 조사

한 결과, 25%만이 실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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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교육내용, 교육시기 등을 

파악하는 수준이었고 교육수준,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장소, 지원사

항 등은 대부분 조사되지 않고 있었다. 즉 사전 요구조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요구조사를 통해 반드시 파악되어야 할 기

본 내용들이 적절히 조사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각 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면

접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기되었다. 교육․훈

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기획할 수 있

는 인력 부족 그리고 준비시간 부족으로 인해 기획 과정상에서 프로

그램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사전 요

구조사과정에서 교육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하고 응답률이 저조한 

점, 실제 교육 참여자와 피 요구 조사자가 동일하지 않아 정확한 교육

수요예측이 어려운 점, 그리고 요구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교육기간 및 시설 등의 한계로 인해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없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타 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교육․훈련 기

획시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기관과 중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힘든 

문제, 그리고 회원들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어 위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회원관리 조직과 실제 교육․훈련 

실행기관이 달라 서로 교육․훈련 계획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발생하

여 실행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문제 등도 지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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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입요인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투입요인으로 분석한 것은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운  재정 등의 의사결

정 방식과 현황 등이다.

3.1. 프로그램 목표

  모든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이를 통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

가 설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목표는 이왕이면 행동목표

(behavioral objective)19로 진술되어 그 달성 여부가 명확히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프로그램 목표 

표 3-8. 프로그램별 목표 설정 방식

설정 방식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기관의 사업 목적에 비추어 설정
5 1 6 12

(27.8%) (14.3%) (50.0%) (32.4%)

구체적인 행동목표로 규정
2 5 4 11

(11.1%) (71.4%) (33.3%) (29.7%)

프로그램 내용을 요약하여 설정
7 1 1 9

(38.9%) (14.3%) (8.3%) (24.3%)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0 1 3

(11.1%) (0.0%) (8.3%) (8.1%)

해당강사가 알아서 결정
2 0 0 2

(11.1%) (0.0%) (0.0%) (5.4%)

전 체
18 7 12 37

(100.0%) (100.0%) (100.0%) (100.0%)

* (  )안은 각 열의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19 학습자가 한 강좌 또는 프로그램을 이수하 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관측 가능

한 행동의 서술을 뜻한다(이무근, 원상봉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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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의 중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행동목표를 구체

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작성하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별 목표 설정 방식에 대하여 기관 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행동목표로 규정한다는 경우는 전체 응답의 29.7%

고, 이밖에 기관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설정하고(전체 응답의 32.4%), 

프로그램의 강좌 교육내용을 요약하여 결정하고(24.3%), 별도로 설정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강사가 알아서 결정하고(13.5%) 있었다<표 

3-8>. 기관유형별로는 공공사회교육기관은 행동목표로 진술하는 경우

가 가장 많았지만, 이에 비해 대학은 프로그램 내용을 요약하여 설정

하고, 민간사회교육기관은 기관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설정하는 경우

가 가장 많았다. 

3.2. 프로그램 내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될 수 있지만 기

본은 해당 분야의 우수 수행자들에 대한 직무 분석과 이에 대한 전문

가들의 타당성 검증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 농

업인 교육․훈련기관들은 농업인의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기

초로 하기보다는 많은 부분 환경농업, 농촌관광 등과 같이 그때 그때

의 농업과 관련한 커다란 이슈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농

업인의 요구를 능력 중심으로 선도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용과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내용에는 다소 괴리감이 존재하 다. 

  각 교육․훈련 기관은 교육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현실 속에서 담아

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업인들의 수준차, 고령화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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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대상별 교육내용을 차별화하기가 어렵고, 또한 수많은 재배, 

사육 품목별로 내용을 세분화하면서 교육을 효율성 있게 운 하기란 

매우 힘들다. 따라서 각 기관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예년의 내용에 기

반을 두어 선정하는 경우(전체 응답자의 63.9%)가 가장 많았고, 이밖

에 사전 요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선정하는 경우(41.7%), 이수자 대상 

평가 자료를 근거로 선정하는 경우(33.3%) 등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선도 농업인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는 경우(5.6%)

는 매우 적었다<표 3-9>. 

  기관유형별로는 공공사회교육기관은 사전요구조사나 이수자 대상 

평가결과를 근거로 내용을 선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학이나 민

간사회교육기관의 경우는 예년의 내용을 기반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3-9. 프로그램 내용 선정 방식

내용 선정 방식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예년의 내용에 기반하여 선정
13 2 8 23

(76.5%) (28.6%) (66.7%) (63.9%)

사전 요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7 4 4 15

(41.2%) (57.1%) (33.3%) (41.7%)

이수자 대상 평가자료를 근거로 
5 4 3 12

(29.4%) (57.1%) (25.0%) (33.3%)
기관이 개괄적으로 선정한 내용항목에 
의거 강사가 전적으로 알아서 선정

3 2 6 11
(17.6%) (28.6%) (50.0%) (30.6%)

기관이 개발한 구체적인 교수요목에 
따라 강사가 선정

6 2 2 10
(35.3%) (28.6%) (16.7%) (27.8%)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 다름
2 1 1 4

(11.8%) (14.3%) (8.3%) (11.1%)
선도 농업인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를 
근거로

0 0 2 2
(0.0%) (0.0%) (16.7%) (5.6%)

전 체
17 7 12 36

(100.0%) 100.0% 100.0% (100.0%)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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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각 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을 연구자가 개발한 농업인력의 전문성 12개 업무 역에 따라 분류한 

결과, 작물재배기술(69.4%), 마케팅(61.1%), 정보획득(55.6%), 토양․

병충해․재해관리(55.6%) 등은 과반수 이상의 기관에서 다루고 있었

다<표 3-10>. 기관유형별로는 대학은 작물재배기술과 가축사육기술, 

토양/병충해/재해 관리 등을 중심으로, 공공사회교육기관은 마케팅, 정

보획득을 중심으로, 민간사회교육기관은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 마테

표 3-10. 프로그램의 내용 역 현황

내용 역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작물재배기술
18 3 4 25

(100.0%) (42.9%) (36.4%) (69.4%)

마케팅
10 6 6 22

(55.6%) (85.7%) (54.5%) (61.1%)

정보획득
10 5 5 20

(55.6%) (71.4%) (45.5%) (55.6%)

토양/병충해/재해 관리
15 2 3 20

(83.3%) (28.6%) (27.3%) (55.6%)

가축사육기술
13 2 1 16

(72.2%) (28.6%) (9.1%) (44.4%)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
3 1 8 12

(16.7%) (14.3%) (72.7%) (33.3%)

경 관리
5 3 3 11

(27.8%) (42.9%) (27.3%) (30.6%)

농계획
4 3 3 10

(22.2%) (42.9%) (27.3%) (27.8%)

농기계 및 시설 관리
5 1 1 7

(27.8%) (14.3%) (9.1%) (19.4%)

사업 검토 및 재계획
2 0 2 4

(11.1%) (0.0%) (18.2%) (11.1%)

농일손 관리 1 0 1 2
(5.6%) (0.0%) (9.1%) (5.6%)

사업기반조성
0 1 0 1

(0.0%) (14.3%) (0.0%) (2.8%)

전 체
18 7 11 36

(100.0%) 100.0% 100.0% (100.0%)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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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농일손관리, 사업 검토 및 재

계획, 사업기반조성 등은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기관에서 다루고 있었다. 이는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에 대한 요구 조사결과, 농일손관리, 정보획득, 농기계 및 시설 관

리, 사업기반조성 등의 내용 역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과 다소 괴리

가 있었다.20

3.3. 프로그램 홍보

  현재와 같이 지식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홍보는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잘 준비된 유익한 프로그램

이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수요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 프로그램

표 3-11. 프로그램 홍보방식

홍보 방식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공문
13 6 6 25

(72.2%) (85.7%) (50.0%) (67.6%)

우편물
10 3 5 18

(55.6%) (42.9%) (41.7%) (48.6%)

인터넷/이메일
4 3 8 15

(22.2%) (42.9%) (66.7%) (40.5%)

신문/방송
8 4 2 14

(44.4%) (57.1%) (16.7%) (37.8%)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8 1 2 11

(44.4%) (14.3%) (16.7%) (29.7%)

전 체
18 7 12 37

(100.0%) (100.0%) (100.0%) (100.0%)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각 열의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20 제4장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요구 분석 결과 <표 4-1> 참조



56

은 전혀 무용한 프로그램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프로그램 홍보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홍보에 있어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신문․방송인데, 프로그램 운  비용 상의 문제로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농업관련 신문의 경우 프로그램 홍

보시 광고비용이 건당 150여만원이 넘고, 일반일간지의 경우 300여만

원이 넘기 때문에 프로그램 당 100만원 이상을 사용하기 힘든 기관들

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후원 없이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농

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이 활용하는 홍보 방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문이 가장 많고(전체 응답의 67.6%), 우편물(48.6%), 인터넷/이메일

(40.5%) 등은 많았지만, 신문/방송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표 3-11>. 

  기관유형별로 대학이나 공공사회교육기관에 비해 재정이 취약한 민

간사회교육기관의 경우 신문/방송을 활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재정이 

취약한 농민단체들의 경우 인터넷/이메일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

문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기관의 적극적이지 

못한 협조로 프로그램 홍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3.4. 프로그램 운  재정

  기본적으로 직업 교육․훈련은 일반 인문교육과는 달리 프로그램을 

운 함에 있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강의실에서만 교육․훈련이 진

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설과 장소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더욱

이 다른 분야보다도 교육수요자나 교육공급자 모두가 재정 상태가 상

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농업인 교육․훈련의 경우 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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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의 운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현행 농업

인 교육․훈련 기관들의 재원 구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정부보조에 70% 수준 의존하고, 수강자의 수업료에 약 20%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예산은 10% 정도 다<표 3-12>.21 기관유형별로는 상대

적으로 공공사회교육기관이 대학이나 민간사회교육기관보다 자체예산 

의존도가 높았다. 한편, 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훈련 비용 부담 방

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3개 기관이 전액무료로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었고, 나머지 기관은 참가자 일부 부담을 시키고 있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특히 민간사회교육기관

은 프로그램 운 과 관련한 재정 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조

사결과에 의하면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의 과반수 이상(전체 응답의 

53.0%)이 현재로써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었고, 특히 민간사회

교육기관의 경우 75.0%가 부족하다고 하 다<표 3-13>. 이러한 결과 

현장에서는 교육내용에 비용을 맞추기보다는 교육비용에 교육내용을 

맞추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 예산이 

표 3-12. 프로그램 운  재원 구성

재 원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정부보조 76.8% 66.0% 59.5% 69.6%

수강료 20.4% 15.7% 24.7% 20.8%

자체예산 2.8% 28.3% 15.8%  9.8%

전체 100.0% 100.0% 100.0% 100.0%

21 박문호 등(2003)가 농업인 사회교육기관의 교육수입구조를 조사한 결과 정

부보조에 61.1%, 기관부담 19.4%, 교육생부담 19.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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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프로그램 운  재정의 적절성

운  재정의 적절성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매우 부족
2 0 2 4

(11.1%) (0.0%) (16.7%) (10.8%)

다소 부족
5 2 7 14

(27.8%) (28.6%) (58.3%) (37.8%)

그저 그렇다
9 3 2 14

(50.0%) (42.9%) (16.7%) (37.8%)

충분
2 1 1 4

(11.1%) (14.3%) (8.3%) (10.8%)

매우 충분
0 1 0 1

(0.0%) (14.3%) (0.0%) (2.7%)

전 체
18 7 12 37

(100.0%) (100.0%) (100.0%) (100.0%)
*(  )안은 각 열의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각 기관의 요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하향식으

로 결정되다 보니 필요한 시기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 다.

4. 과정요인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과정요인으로 분석한 것은 프로그램 

실시 시기와 장소, 교육․훈련 강사진, 교수학습방법 등의 결정 방식

과 현황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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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프로그램 실시 시기와 장소

  농업인 교육․훈련에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확보는 프로그

램에 대한 적절한 홍보, 충실한 프로그램 내용의 선정 만큼이나 중요

하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은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실

시 시기와 장소가 농업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조직되어야 제대로 확

보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시기와 장소 결정에 있어 수요자 중심성을 제대로 고

려하고 있지 못하 다. 프로그램에 대한 농업인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

해 기관들은 사전 요구조사라든지 이수자 대상 평가자료 등을 많이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시 시기나 장소를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

만, 대다수(전체 응답자의 67.6%)가 프로그램 목적이나 내용특성을 근

거로 삼아 이를 결정하고 있는데, 대학이나 민간사회교육기관이 이러

표 3-14. 프로그램 실시 시기와 장소 결정 방식

결정 방식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프로그램 목적이나 내용특성에 근거
11 4 10 25

(61.1%) (57.1%) (83.3%) (67.6%)

사전 요구조사 결과에 근거
8 5 5 18

(44.4%) (71.4%) (41.7%) (48.6%)

이수자 대상 평가자료 근거
5 4 4 13

(27.8%) (57.1%) (33.3%) (35.1%)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6 1 3 10

(33.3%) (14.3%) (25.0%) (27.0%)

기관의 가용자원에 근거
2 2 5 9

(11.1%) (28.6%) (41.7%) (24.3%)

전 체
18 7 12 37

(100.0%) (100.0%) (100.0%) (100.0%)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각 열의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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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향이 많았다<표 3-14>. 

  한편 연구자가 각 기관에서 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개설 시기

를 설문조사와는 별도자료를 통해 추가 조사한 결과, 대학에서 운 하

는 최고농업경 자 과정의 경우 3월에서 12월까지 운 되거나 3월에

서 다음년도 2월까지 운 되었지만, 일반 사회교육기관 대다수 프로

그램은 봄, 여름, 가을 등 농번기에 몰려있었다.22 정부가 각 기관이 

제출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계획에 근거하여 연초에 예산을 지원하

고 연말에 그 결과를 평가하다 보니, 각 기관은 상대적으로 농업인들

이 한가할 수 있는 겨울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다소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다. 

4.2. 교육․훈련 강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실제 교

육․훈련 프로그램의 성패는 교육․훈련 강사의 자질에 의해 좌우된

다. 특히 농업인 교육․훈련에 있어 해당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농업과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질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강사 선정과 관련하여 최대한 현장성을 갖추려

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실제 각 기관이 활용하는 강사 현황을 보면, 

선진 농업인이 가장 많고(81.1%), 이밖에 교수(78.4%), 민간전문가

(73.0%)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특히 민간사회교육기관의 경우 선

22 박문호 등(2003)의 조사에 의하면 농업인 사회교육기관의 교육․훈련 프로

그램 개설시기가 2/4분기에 23.4%, 3/4분기가 44.9%로 전체 프로그램의 2/3

가 농번기에 개설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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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농업인, 민간전문가의 구성비율이 높았다<표 3-15>.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강사 선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어려움

을 겪고 있었다. 담당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강사 풀이 절대적으로 부

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강사, 적절

한 현장능력을 갖춘 강사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수

도권 교육과 달리 각 지역별 교육을 실시할 경우 유능한 강사를 섭외

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점도 지적하 다. 또한 유명강사 초빙시에는 재

정상의 한계로 적절한 강사료를 지급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하 다. 

하지만, 각 기관에서 평소 강사 풀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표 3-15. 교육․훈련 강사구성 현황

강사 구성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선진농업인
13 6 11 30

(72.2%) (85.7%) (91.7%) (81.1%)

교수
15 7 7 29

(83.3%) (100.0%) (58.3%) (78.4%)

민간전문가
10 5 12 27

(55.6%) (71.4%) (100.0%) (73.0%)

연구자
15 2 4 21

(83.3%) (28.6%) (33.3%) (56.8%)

농업 행정공무원
9 4 6 19

(50.0%) (57.1%) (50.0%) (51.4%)

지도/기술직 공무원
8 4 6 18

(44.4%) (57.1%) (50.0%) (48.6%)

기업인
2 0 2 4

(11.1%) (0.0%) (16.7%) (10.8%)

교사
0 1 1 2

(0.0%) (14.3%) (8.3%) (5.4%)

전 체
18 7 12 37

(100.0%) (100.0%) (100.0%) (100.0%)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각 열의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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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노력도 다소 미흡하 다.23

4.3. 교수학습방법

  교수학습방법은 학습자의 특성이 최대한 반 되도록 결정되어야 한

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교

수학습방법이라도 농업인들이 꺼리는 방식으로 인원이 구성되고, 그

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이루어진다면 제대로 된 교수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농업인 교

육․훈련 기관들의 교수학습방법 결정 방식은 농업인들의 요구를 충

분히 반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수학습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기관 조사한 결과, 기관의 교수요목에 기반을 두어 결정하는 경우(전 

표 3-16. 교수학습방법 결정 방식

결정 방식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기관의 교수요목에 기반하여 결정
6 5 5 16

(35.3%) (71.4%) (41.7%) (44.4%)

강사가 알아서 결정
8 1 6 15

(47.1%) (14.3%) (50.0%) (41.7%)

사전 요구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4 3 6 13

(23.5%) (42.9%) (50.0%) (36.1%)

가용자원에 근거하여
1 2 5 8

(5.9%) (28.6%) (41.7%) (22.2%)

전 체
17 7 12 36

(100.0%) (100.0%) (100.0%) (100.0%)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각 열의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23 박문호 등(2003)이 농업인 사회교육기관의 강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컴

퓨터로 강사 DB를 구축한 경우가 9.4%, 주소록 관리하는 경우가 34.4%, 수

시섭외가 71.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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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응답자의 44.4%)가 가장 많았고, 강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경우

(41.7%), 사전요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아 결정하는 경우(36.1%)가 

그 다음이었다<표 3-16>. 기관유형별로는 공공사회교육기관은 기관의

교수요목에 기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학이나 민간사회

교육기관은 강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민간사회교

육기관의 경우 가용자원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각 강좌의 교수학습방법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의식, 현장견학, 토의․사례발표는 많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실험․실습식, 체험식(인턴십), 인터넷 수업 등

의 교수학습방법은 적게 사용되고 있었다<표 3-17>.24 담당자 면접조

사에 의하면 교수학습방법과 관련하여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농업인들

표 3-17. 교수학습방법 현황

교수학습방법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강의
18 7 12 37

(100.0%) (100.0%) (100.0%) (100.0%)

현장견학
17 5 11 33

(94.4%) (71.4%) (91.7%) (89.2%)

토의․사례발표
12 5 9 26

(66.7%) (71.4%) (75.0%) (70.3%)

실험․실습
5 3 5 13

(27.8%) (42.9%) (41.7%) (35.1%)

체험식(인턴십)
0 2 2 4

(0.0%) (28.6%) (16.7%) (10.8%)

인터넷 수업
1 1 0 2

(5.6%) 14.3% (0.0%) (5.4%)

전 체
18 7 12 37

(100.0%) (100.0%) (100.0%) (100.0%)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각 열의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24 박문호 등(2003)이 농업인 사회교육기관의 전체 교수학습방법 중에 견학 및 

실습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23.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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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부족한 

점, 수준별 모집을 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은 수준에 관계없이 일반 

농업인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점, 시간 및 예산부족에 따라 현장

기술요구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체험학습과 현장방문 교육이 어려운 

점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5. 산출요인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산출요인으로 분석한 것은 프로그램 

평가 방식, 이수생 사후관리 방안 등이었다.

5.1.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별로 설정된 목표에 비추어 그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추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활동이다. 하지만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 평가 활동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각 기관들의 프로

그램 평가 방식을 조사한 결과,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대부분이 프로그

램 만족도 조사만 하고 있었고(전체 응답의 81.1%), 기타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즉 과제발표, 학업성취도 시험, 

농현장에서의 적용 여부 추적조사, 농실행계획 작성 등은 거의 활용

하고 있지 않았다<표 3-18>. 한편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

서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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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프로그램 평가 방식

평가 방식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13 6 11 30

(72.2%) (85.7%) (91.7%) (81.1%)

개별 및 조별과제 발표
4 1 3 8

(22.2%) (14.3%) (25.0%) (21.6%)

학업성취도 시험
3 1 0 4

(16.7%) (14.3%) (0.0%) (10.8%)

농현장에서의 적용 여부 추적조사
1 1 1 3

(5.6%) (14.3%) (8.3%) (8.1%)

별도의 평가 실시하지 않음 2 1 0 3
(11.1%) (14.3%) (0.0%) (8.1%)

농실행계획 작성
1 1 0 2

(5.6%) (14.3%) (0.0%) (5.4%)

전 체
18 7 12 37

(100.0%) (100.0%) (100.0%) (100.0%)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각 열의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강사, 교육방법 등이 대부분이었고, 상대적으로 교육장소, 교육시설, 교

육지원, 교육시간대 등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자 않았다. 

  프로그램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차기교육

표 3-19. 프로그램 평가결과 활용 방식

평가 결과 활용 방식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차기 교육내용 기획시 활용
13 6 11 30

(76.5%) (100.0%) (91.7%) (85.7%)

차기 강사 섭외(결정)시 활용 12 4 8 24
(70.6%) (66.7%) (66.7%) (68.6%)

차기 교육방법 기획시 활용 5 6 6 17
(29.4%) (100.0%) (50.0%) (48.6%)

차기 교육장소 및 시간대 기획시 활용 1 3 5 9
(5.9%) (50.0%) (41.7%) (25.7%)

담당강사에 피드백 1 2 4 7
(5.9%) (33.3%) (33.3%) (20.0%)

전 체 17 6 12 35
(100.0%) (100.0%) (100.0%) (100.0%)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66

내용 기획시 활용(85.7%), 차기 강사 섭외(결정)시 활용(68.6%), 차기 

교육방법 기획시 활용(48.6%)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차기 교육장소 

및 시간대 기획시 활용, 담당강사에게 피드백 하는 경우는 적었다<표 

3-19>. 담당자 면접조사에 의하면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별도 시간 마련이 힘든 점, 수강생들의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답변으

로 결과의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기본적으로 이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해 체계적인 프로그램 평가 활동과 

그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 다. 

5.2. 이수생 사후관리 

  일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이수한 프로그램과 관련한 후속 교육․훈련 정보는 물론 이외에도 관

표 3-20. 이수생 사후관리 방안

이수생 사후관리
기관유형

전체
대학

공공사회
교육기관

민간사회
교육기관

이수생 주소 데이터베이스 
13 6 8 27

(72.2%) (85.7%) (66.7%) (73.0%)

이수생간 인적 네크워크 형성 및 지원
10 3 4 17

(55.6%) (42.9%) (33.3%) (45.9%)

이수생에 대한 농 컨설팅 지원
6 0 4 10

(33.3%) (0.0%) (33.3%) (27.0%)

홈페이지를 이용한 게시판 운
2 3 3 8

(11.1%) (42.9%) (25.0%) (21.6%)

이메일을 통한 추가 정보제공
3 2 2 7

(16.7%) (28.6%) (16.7%) (18.9%)

이수생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 없음 1 1 3 5
(5.6%) (14.3%) (25.0%) (13.5%)

전 체 18 7 12 37
(100.0%) (100.0%) (100.0%) (100.0%)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각 열의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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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농정보를 제공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관련 농 컨설팅을 제공하

여, 교육․훈련 결과가 결국 농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사후관

리를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담당인

력 및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초보적인 사후관리 밖에 하고 있지 못하

다.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수생 사후관리 활동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수생 주소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었고

(73.0%), 이수생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도 거의 과반수 기관에

서 하고 있었다(45.9%). 하지만 이수생에 대한 농 컨설팅 지원, 홈페

이지를 통한 게시판 운 , 이메일을 통한 추가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표 3-20>.25 이와 관련하여 기관 담당자들은 인력 

부족과 더불어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이 개설 프로그램의 과정생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현실로 인해 이수생을 위한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

램을 운 하기가 구조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 다. 

6. 소결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종합될 수 있다.

  첫째, 농업인들은 교육․훈련에 대하여 그 효과성을 대체로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실제 농에 도

움을 준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전문가 및 선행연구에서 농업인 

25 박문호 등(2003)이 농업인 사회교육기관의 이수생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관 중 87.5%가 회원 주소관리를 59.4%가 컨설팅 관리를 

18.8%가 심화교육을 실시한다고 하 다. 



68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제기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대

다수(4/5이상)가 그동안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농활동에 도움

을 받아왔다고 응답하 다. 일부에서는 농업인 교육․훈련에 대하여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농업인의 전문성 제

고에 있어 교육․훈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농업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중에서도 대

상자별 프로그램 내용 차별화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사항이었다.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농업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제기되

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조사한 

결과, 농업인과 기관 교육․훈련 담당자간에 다소 인식차이는 있었지

만 농작목, 경 수준, 성별, 농경력 등 대상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

램 내용의 차별화에 대해서는 모두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

식하고 있었다. 

  셋째,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에 교육․훈련 담당 인력이 충원될 필

요가 있었다.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교육․훈련 사업에 대하여 

조직 내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

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훈련 관련 전공자가 부족하고, 이와 더불어 

기관 내에서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의 부족으로 인

해 교육․훈련 업무 외에도 기타 일반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

황이었다. 각 기관에서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이왕이면 관련 전공자 

위주로 충원할 필요가 있었다.  

  넷째,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별 목표설정 및 내용선정이 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진단결과에 의하면 농업인 교

육․훈련 기관들은 개설하고 있는 각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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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체적인 행동목표의 설정, 그리고 직무분석을 통한 내용 선정과 

같이 능력 중심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기본이 되는 사항

들의 실행 수준이 낮았다. 개별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

가 있으므로, 능력중심 교육․훈련 실행을 위한 기본 선행요건을 갖춘

다는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내용 개발에 대한 지원 및 각 기

관 차원의 프로그램별 행동목표 설정 노력이 필요하 다.

  다섯째,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프로그램 홍보에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었다. 대다수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은 정부보조와 교육생

들의 수강료로 프로그램을 운 하다보니 넉넉하지 못한 예산 범위 내

에서 각 기관의 회원 또는 이수생을 대상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물 발

송,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공문의 형태로 교육․훈련 홍보를 하고 있

었다. 그러나 관련 공공기관의 원활한 협조가 부족하고, 신문․방송 

등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활용할 만한 충분한 예산이 없어, 교육 수요 

예측 및 교육생 모집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프로그

램 홍보 지원과 더불어 프로그램 운  전반에 대한 예산지원 액수의 

현실화가 필요하 다. 

  여섯째, 프로그램 실시시간과 장소, 강사, 교수학습방법 등 과정요

인과 관련한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의 수요자 중심성이 다소 미흡

하 다. 각 기관은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내용 특성을 근거로 삼아 이

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지만, 자체 교육장을 갖추고 있지 못

한 현실, 능력 있고 의욕 있는 강사진의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학습

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반 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다 체계적인 

사전요구조사 실시와 더불어, 예산지원방식의 변화, 교육․훈련 시설

의 지원, 범 기관차원의 강사 풀 마련 등이 노력이 필요하 다.

  일곱째, 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활동이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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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각 교육․훈련 기관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활동과 관

련한 문제를 크게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고, 그에 따라 대다수 

기관이 구체적인 프로그램별 행동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

으며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대상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기관차원에서 프로그램 목

표 설정과 평가 실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더불어 담당

자들이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기획 과정에서 체계

적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전문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여덟째, 교육 이수생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 다. 농업인과 기

관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조사 

결과 농업인들이 가장 미흡한 부문으로 인식하 지만, 기관 담당자들

이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분야가 바로 교육생 사후관리 분야 다. 

실제로 기관 대상으로 교육 이수생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를 봐도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이 사후관리 관련활동은 이수생의 

주소록 관리 그리고, 이수생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해주는 

정도 다. 사후관리를 통해 교육․훈련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기관차원 및 정부차원의 이수생 사

후관리 방안이 필요하 다. 

  아홉째,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  실

태는 기관유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었다. 사회교육기관이 대학보다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에 더 높은 위상을 부여하고 있었고, 민간사회

교육기관은 기관내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공

사회교육기관은 대학이나 민간사회교육기관보다 프로그램 기획과정, 

목표설정 방식, 내용선정 방식, 프로그램 실시시기 및 장소결정 방식, 

교수학습방법 결정방식 등에서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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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홍보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재원 조달에 있어 

자체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전담자들의 전공 구성, 

프로그램 구성 내용, 실제 활용하는 교수학습방법, 프로그램 평가방

식, 이수생 사후관리 방안 등과 프로그램 운 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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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관련

한 요구를 체계적으로 구명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 일부 여성농업인이

나 귀농인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요구를 조사하거나, 농업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도 있었지만, 체계적인 분석

틀에 근거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프로그램 내용, 방법, 지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구명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구명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고찰

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농업인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직무(업무와 작

업)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를 조사하 다. 그리고 농

업인들이 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방법과 지원사항 구명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탐색되는 관련 요소들에 대한 농

업인들의 요구를 조사하 다. 특히 대상자별 차별화된 요구 구명을 위

해 성, 농경력, 경 수준, 농작목 등의 특성에 따른 요구분석을 실

시하 다.26 대상자 구분에 있어 농경력의 경우 10년 미만, 11∼20

년, 21∼30년, 31년 이상 등의 4단계로 나누고, 경 수준의 경우 상, 

26 농업인 특성별 요구 조사결과는 <부록 4>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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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 3단계로 나누었으며,27 농작목의 경우 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용작물과 화훼, 축산 등 5개 작목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28 이

와 더불어 최근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교육․

훈련 기관 담당자 및 농업인들의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하여서도 조사

함으로써 정책의 현실 타당성을 검토하 다.

1. 내용 관련 요구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한 요구를 구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NESFI(1999)의 농업인 직무분석 결과를 기초로 

연구자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개발한 농업인의 전문성 12개 업무 

역( 농계획, 사업기반조성, 경 관리, 정보획득, 가족 및 지역사회와

의 관계유지, 농일손관리, 농기계 및 시설 관리, 생산관리, 작물재배

기술, 가축사육기술, 마케팅, 사업 검토 및 재계획)별 요구와 역별 

세부 작업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 다. 

1.1. 업무일반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12개 업무에 대한 내용 요구를 조사

27 경 능력, 농기술, 농규모, 농판매액 등 4개 분야 각각에서 다른 농가

와 비교한 자신의 수준을 5점 척도(①매우낮다∼⑤매우높다)로 판단한 점수

의 합을 근거로 나누었다. 4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2, 또한 4

개 문항의 합(경 수준)과 실제 농산물 판매액의 상관은 역시 0.82로 경 수

준 판단의 내적, 외적타당도가 모두 양호하 다.
28 구체적인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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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에서 현재 주로 제공하고 있는 내용

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이 주로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 기술, 마케팅, 정보획득, 토양/병해충/재해 관리 등의 내

용을 다루고, 농기계 및 시설 관리, 사업 검토 및 재계획, 농일손관

리, 사업기반조성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고 있는데 비해<표 

3-10>, 농업인들은 농일손관리(전체 응답자의 41.2%), 정보획득

(33.3%), 농기계 및 시설 관리(33.2%), 사업기반조성(31.4%)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표 4-1>. 

  농업인 특성에 따른 요구 경향을 보면, 농작목별로는 식량작물 농

가는 농일손관리, 농기계 및 시설 관리, 정보획득, 과수 농가는 농

일손관리, 마케팅, 정보획득, 채소 농가는 농일손관리, 정보획득, 재배

표 4-1.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요구(업무 역)

업무 역 빈도
1)

백분율
2)

농일손관리 299 41.2%

정보획득 242 33.3%

농기계 및 시설 관리 241 33.2%

사업기반조성 228 31.4%

마케팅 222 30.6%

작물재배 기술 215 29.6%3)

경 관리 195 26.9%

농계획 141 19.4%

생산관리 138 19.0%

사업 검토 및 재계획 122 16.8%

가축사육 기술 94 12.9%4)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84 11.6%

전 체 726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3) 경종 농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총 전체의 31.8%
4) 축산 농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총 전체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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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특용 및 화훼 농가는 농일손관리, 농기계 및 시설 관리, 사업기

반조성, 축산 농가는 사육기술, 사업기반조성, 마케팅 등에 대해 상대적

으로 요구가 높았다. 경 수준별로는 경 수준이 낮은 농가는 농일손

관리, 농기계 및 시설 관리, 재배기술, 경 수준이 보통인 농가는 농

일손관리, 농기계 및 시설 관리, 정보획득, 경 수준이 높은 농가는 마

케팅, 농일손관리, 정보획득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요구가 높았다. 

농경력별로는 10년 이하 경력 농가는 농일손관리, 사업기반조성, 1

1∼20년 경력 농가는 마케팅, 사업기반조성, 정보획득 등, 21∼30년 경

력 농업인은 마케팅, 사업기반조성, 농일손관리, 31년 이상 경력 농가

는 농일손관리, 농기계 및 시설 관리, 재배기술 등에 대하여 상대적으

로 요구가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농업인은 농일손관리, 마케팅, 정보

획득, 남성농업인은 농일손관리, 농기계 및 시설 관리, 정보획득 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요구가 높았다. 한편 각 업무 역에 대한 요구 경

향을 보면, 농계획은 채소, 식량작물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수

록 요구가 높았고, 사업기반조성은 특용/화훼 농가, 축산 농가일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경 관리는 식량작물 농가일수록 요

구가 높았다. 정보획득은 채소 농가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가족 및 지역

사회와의 관계는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농일손관리는 

과수, 특용/화훼 농가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농기계 및 시설 관리는 특

용/화훼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생산관리는 과수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수록 요구가 높았

고, 가축사육기술과 작물재배기술은 경 수준이 낮을수록 요구가 높았

고, 마케팅은 과수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요구가 높았고, 사

업 검토 및 재계획은 경 수준이 높을수록 요구가 높았다<부표 4-1>.



77

1.2. 농계획

  농계획과 관련한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세부작업으로는 

사업목표설정, 시장조사, 토지 취득(임차, 매입), 생산․유통․재정계

획 수립, 법적 요구사항 조사, 토지 이용계획 수립 등이 있다. 농계

획 업무 역의 5개 작업에 대한 내용 요구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생

산․유통․재정계획 수립(전체 응답자의 49.2%), 시장조사(41.8%) 등

의 작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표 4-2>. 이러한 경향은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 다. 한편 각 세부작업에 

대한 요구 경향을 보면, 사업목표설정은 경 수준이 낮을수록 요구가 

높았고, 시장조사는 과수, 채소 농가일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토지취득은 식량작물, 축산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수록, 

농경력이 낮을수록 요구가 높았고, 생산․유통․재정계획 수립은 

과수, 특용/화훼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요구가 높았고, 법

적요구사항조사와 토지이용계획수립은 경 수준이 낮을수록 요구가 

높았다<부표 4-2>.

표 4-2.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요구(작업: 농계획)  

작업 역 빈도1) 백분율2)

생산․유통․재정 계획 수립 324 49.2%

시장조사 275 41.8%

토지 취득(임차, 매입) 205 31.2%

사업목표설정 132 20.1%

법적 요구사항 조사 103 15.7%

토지 이용계획 수립 95 14.4%

전 체 659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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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기반조성

  사업기반조성과 관련한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세부작업으

로는 사업형태 선택, 신용 및 자금 확보, 인허가 및 자격 확보, 농작물

/농장시설 재해보험, 회계장부 및 농활동 기록 체제, 사업기반조성 

등이 있다. 사업기반조성 업무 역의 5개 작업에 대한 내용 요구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농작물․시설 재해보험(전체 응답자의 43.9%), 신용 

및 자금 확보(38.4%) 등의 작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표 4-3>. 농업

인 특성별 요구 경향을 보면, 농작목별로 특용 및 화훼 농가의 경우

에는 신용 및 자금 확보, 회계 장부 및 농활동 기록 체제 등의 작업

에 대한 내용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경력에 따라서는 10년 

이하 농가는 신용 및 자금 확보, 사업형태 선택 등의 작업에 대한 내

용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 수준과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 경향

과 동일하 다. 한편 각 세부작업에 대한 요구 경향을 보면, 사업형태

선택은 경 수준이 낮을수록 요구가 높았고, 신용 및 자금 확보는 채

소, 특용/화훼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수록, 농경력이 적을수

록, 여성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인허가 및 자격확보는 경 수준

이 낮을수록 요구가 높았고, 농작물/시설 재해보험은 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용/화훼, 축산 농가일수록 농경력이 많을수록, 남성농업인일

수록 요구가 높았고, 회계장부 및 농활동기록체제는 특용/화훼 농가

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요구가 높았다<부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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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요구(작업: 사업기반조성)

작업 역 빈도1) 백분율2)

농작물/농장시설 재해보험 272 43.9%

신용 및 자금 확보 238 38.4%

사업형태 선택 169 27.3%

회계장부 및 농활동 기록 체제 136 21.9%

인허가 및 자격 확보 128 20.6%

전 체 620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1.4. 경 관리

  경 관리와 관련한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세부작업으로는 

판매대금 회수, 회계장부 기입 및 각종 비용 지불, 경 자금 흐름 파

악, 신속한 의사결정, 농활동 기록, 부채 관리 등이 있다. 경 관리 

업무 역의 6개 작업에 대한 내용 요구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농활

동 기록(전체 응답자의 38.1%), 경 자금 흐름 파악(35.6%), 부채관리

(33.8%) 등의 작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표 4-4>. 이러한 경향은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 다. 한편 각 세

부작업에 대한 요구 경향을 보면, 판매대금 회수, 신속한 의사결정은 

경 수준이 낮을수록 요구가 높았고, 회계장부기입/각종비용지출은 식

량작물, 축산 농가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경 자금흐름파악은 특용/화

훼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수록, 농경력이 많을수록 남성농업

인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농활동기록은 축산 농가일수록, 부채관리

는 채소 농가일수록 요구가 높았다<부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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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요구(작업: 경 관리)

작업 역 빈도
1)

백분율
2)

농활동 기록 243 38.1%

경 자금 흐름 파악 227 35.6%

부채 관리 215 33.8%

회계장부 기입 및 각종 비용 지불 155 24.3%

신속한 의사결정 94 14.8%

판매대금 회수 57 8.9%

전 체 638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1.5. 정보획득

  정보획득과 관련한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세부작업으로는 

최신 생산․유통 동향 파악, 최신 경 기법 파악, 세미나․워크숍․교

육 참가, 선진농가 연수, 농상담자 확보, 농서적․잡지 구독, 인터

넷 활용 등이 있다. 정보획득 업무 역의 6개 작업에 대한 내용 요구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최신 생산․유통 동향파악(전체 응답자의 

49.7%), 선진농가 연수(38.9%) 등의 작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표 

4-5>. 이러한 경향은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 다. 한편 각 세부작업에 대한 요구 경향을 보면, 최신동향파

악은 식량작물, 과수, 채소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수록 요구가 

높고, 최신경 기법은 경 수준이 낮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고, 세미나 등 참석은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선진농

가연수는 식량작물, 채소 농가일수록 농경력이 많을수록, 남성농업

인일수록 요구가 높고, 농상담자 확보는 과수 농가일수록, 경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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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을수록, 여성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고, 농서적․잡지 구독은 

특용/화훼 농가일수록 요구가 높고, 인터넷 활용은 과수, 특용/화훼, 

축산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요구가 높았다<부표 4-5>.

표 4-5.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요구(작업: 정보획득)

작업 역 빈도1) 백분율2)

최신 생산․유통 동향 파악 328 49.7%

선진농가 연수 257 38.9%

최신 경 기법 파악 192 29.1%

인터넷 활용 189 28.6%

세미나․워크숍․교육 참가 114 17.3%

농상담자 확보 97 14.7%

농서적․잡지 구독 77 11.7%

전 체 660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1.6.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유지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유지와 관련한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구

성하는 세부작업으로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 확보, 이웃과의 관계 

수립, 지역사회․농민 단체활동 참가 등이 있다. 가족 및 지역사회와

의 관계유지 업무 역의 3개 작업에 대한 내용 요구 조사결과 상대적

으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 확보(전체 응답자의 57.6%), 지역사

회․농민 단체활동 참가(41.6%) 등의 작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표 

4-6>. 이러한 경향은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 다. 한편 각 세부작업에 대한 요구 경향을 보면, 자신/가족을 

위한 시간확보는 특용/화훼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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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적을수록, 여성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고, 이웃과의 관계수립은 

경 수준이 낮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고, 지역사회․농민

단체 활동참가는 식량작물, 채소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수록, 

농경력이 많을수록 요구가 높았다<부표 4-6>.

표 4-6.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요구(작업: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유지)

작업 역 빈도1) 백분율2)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 확보 363 57.6%

지역사회․농민 단체활동 참가 262 41.6%

이웃과의 관계 수립 120 19.0%

전 체 630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1.7. 농일손관리

  농일손관리와 관련한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세부작업으

로는 계절별 농일손 수급 계획, 각종 농안전사고 대비, 농가인력

(종업원) 교육․훈련 및 감독, 노동 사용 관련 규약 준수 등이 있다. 

농일손관리 업무 역의 4개 작업에 대한 내용 요구 조사결과 상대

적으로 계절별 농일손 수급계획 작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66.3%)<표 4-7>. 이러한 경향은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 다. 한편 각 세부작업에 대한 요

구 경향을 보면, 계절별 농일손 수급계획은 과수, 특용/화훼, 축산 

농가일수록, 농안전사고 대비는 식량작물, 특용/화훼 농가일수록 남

성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고, 농가인력 교육․훈련 및 감독은 식량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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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특용/화훼, 축산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수록 요구가 높았다

<부표 4-7>.

표 4-7.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요구(작업: 농일손관리)

작업 역 빈도1) 백분율2)

계절별 농일손 수급 계획 419 66.3%

각종 농안전사고 대비 172 27.2%

농가인력(종업원) 교육․훈련 및 감독 138 21.8%

노동 사용 관련 규약 준수 78 12.3%

전 체 632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1.8. 농기계 및 시설 관리

  농기계 및 시설 관리와 관련한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세부

작업으로는 농기계/시설 사용(임차) 계획, 새로운 농기계 구입 및 주문

(제작), 농기계 사용․유지․보수, 농장시설 설치, 농장시설 사용․유

지․보수 등이 있다. 농기계 및 시설 관리 업무 역의 5개 작업에 대

한 내용 요구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농기계 사용․유지․보수(전체 응

답자의 37.6%), 새로운 농기계 구입 및 주문(제작)(36.1%) 작업에 대

한 요구가 높았다<표 4-8>. 농업인 특성별 요구 경향을 보면, 농작

목별로 식량작물, 과수, 채소 농가의 경우 전체 경향과 동일하 지만, 

특용 및 화훼 농가의 경우 농기계 및 시설 관리 업무 역 전반에 대

해 특별히 교육․훈련 요구가 높은 작업은 없었고(전체 응답자의 30%

이하), 축산 농가의 경우 농장시설 설치, 농장시설 사용․유지․보수 

등의 작업에 대한 내용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 수준, 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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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연령에 따라서는 전체 경향과 동일하 다. 한편 각 세부작업에 대

한 요구 경향을 보면, 농기계/시설 사용계획은 식량작물, 특용/화훼 농

가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새로운 농기계 구입은 식량작물 농가일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농기계 관리는 식량작물, 과수, 채

소 농가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농장시설 설치는 축산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수록, 농경력이 적을수록 요구가 높았고, 농장시설 관

리는 축산 농가일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았다<부표 4-8>.

표 4-8.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요구(작업: 농기계 및 시설 관리)

작업 역 빈도
1)

백분율
2)

농기계 사용․유지․보수 237 37.6%

새로운 농기계 구입 및 주문(제작) 228 36.1%

농장시설 설치 170 26.9%

농기계/시설 사용(임차) 계획 155 24.6%

농장시설 사용․유지․보수 152 24.1%

전 체 630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1.9. 생산관리

  생산관리와 관련한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세부작업으로는 

토지 비옥도 관리, 병충해 관리, 자연재해(태풍, 가뭄)대비, 생산활동의 

환경 향 점검 등이 있다. 생산관리 업무 역의 4개 작업에 대한 내용 

요구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자연재해(태풍, 가뭄) 대비(전체 응답자의 

48.4%), 병충해 관리(38.6%) 작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표 4-9>. 농

업인 특성별 요구 경향을 보면, 농작목별로는 식량작물, 특용 및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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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 축산 농가의 경우 전체 경향과 동일하 지만, 과수, 채소 농가의 

경우 자연재해 대배, 토지비옥도 관리 작업에 대한 내용 요구가 상대

적으로 높았다. 경 수준, 농경력,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 경향과 동

일하 다. 한편 각 세부작업에 대한 요구 경향을 보면, 토지비옥도 관

리는 과수, 채소 농가일수록, 농경력이 많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병충해 관리는 식량작물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

수록, 여성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자연재해 대비는 과수 농가일

수록 요구가 높았고, 생산활동의 환경 향 점검은 식량작물, 특용/화

훼, 축산 농가일수록 요구가 높았다<부표 4-9>.

표 4-9.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요구(작업: 생산관리)

작업 역 빈도1) 백분율2)

자연재해(태풍, 가뭄)대비 316 48.4%

병충해 관리 252 38.6%

토지 비옥도 관리 194 29.7%

생산활동의 환경 향 점검 165 25.3%

전 체 653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1.10. 작물재배(가축사육) 기술

  작물재배기술과 관련한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세부작업으

로는 작물생산 계획, 농기구 안전조작, 파종, 육모 및 수확, 수확 후 처

리 및 저장 등이 있다. 가축사육기술과 관련한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세부작업으로는 초지(사료수급) 관리, 가축사양, 가축위생관

리, 착유․도축․가공, 축분 관리 등이 있다. 작물재배(가축사육)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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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역의 각 작업에 대한 내용 요구 조사결과 가축사육 기술에 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초지(사료수급) 관리(전체 응답자의 40.2%), 가축

사양(36.8%), 가축위생관리(36.4%) 작업에 대한 요구가 높고<표 

4-10>, 작물재배 기술에 대해서는 수확 후 처리․저장(전체 응답자의 

51.8%), 파종․육모․수확(32.0%) 작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

았다<표 4-11>. 

  가축사육기술에 대해서 축산 농가의 경우 가축사양, 초지(사료수급) 

관리, 축분관리 작업에 대한 내용 요구가 높았고, 농경력에 따라서 

표 4-10.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요구(작업: 가축사육)

작업 역 빈도
1)

백분율
2)

초지(사료수급) 관리 129 40.2%

가축사양 118 36.8%

가축위생관리 117 36.4%

축분관리 78 24.3%

착유․도축․가공 36 11.2%

전 체 321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표 4-11.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요구(작업: 작물재배)

작업 역 빈도1) 백분율2)

수확 후 처리 및 저장 298 51.8%

파종, 육모 및 수확 184 32.0%

작물생산 계획 143 24.9%

농기구 안전조작 121 21.0%

전 체 575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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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년 경력농가의 경우 초지(사료수급) 관리, 축분관리 작업에 대

한 내용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경 수준, 성별에 따라서는 전

체 경향과 동일하 다<부표 4-10>. 작물재배기술에 대해서는 과수 농

가의 경우 수확 후 처리 및 저장, 작물생산계획 작업에 대한 내용 요

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 수준, 농경력,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 

경향과 동일하 다<부표 4-11>. 각 세부작업별 요구 경향을 보면 다

음과 같다. 사료수급관리, 축분관리는 경 수준이 높을수록, 가축사양

과 가축위생관리는 경 수준이 낮을수록 요구가 높았고, 착유․도

축․가공은 남성농업인일수록, 축분관리는 여성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작물생산계획은 과수 농가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농기구 안전

조작은 농경력이 많을수록, 남성 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파

종, 육모 및 수확은 채소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수록 요구가 높

았고, 수확후 처리 및 저장은 식량작물, 과수, 특용/화훼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요구가 높았다.

1.11. 마케팅

  마케팅과 관련한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세부작업으로는 마

케팅 전략 선택, 농산물 홍보수단 활용, 경쟁자․시장변화 파악, 급격

한 시장변화 대응, 농축산물 판매 등이 있다. 마케팅 업무 역의 5개 

작업에 대한 내용 요구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급격한 시장변화 대응

(전체 응답자의 44.3%), 농축산물 판매(34.9%) 작업에 대한 요구가 높

았다<표 4-12>. 농업인 특성별 요구 경향을 보면, 농작목별로는 채

소 농가와 특용 및 화훼 농가의 경우 급격한 시장변화 대응, 마케팅 

전략 선택 작업에 대한 내용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 수준에 



88

따라서는 경 수준이 높은 농가에서 채소 농가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

났다. 농경력에 따라서는 모두 급격한 시장변화 대응 작업에 대한 

내용 요구가 가장 높았지만, 이밖에도 10년 이하 경력 농가와 21∼30

년 경력 농가의 경우 마케팅 전략 선택, 11∼20년 경력 농가의 경우 

농산물 홍보수단 활용, 31년 이상 경력 농가의 경우 농축산물 판매 작

업에 대한 내용 요구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 경

향과 동일하 다. 한편 각 세부작업에 대한 요구 경향을 보면, 마케팅 

전략선택은 채소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요구가 높고, 경쟁

자․시장변화 파악은 식량작물, 채소, 특용/화훼 농가일수록 경 수준

이 낮을수록, 농경력이 많을수록 요구가 높고, 급격한 시장변화 대

응은 과수 농가일수록 농경력이 많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요구

가 높고, 농축산물 판매는 축산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수록, 

농경력이 많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았다<부표 4-12>. 

표 4-12.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요구(작업: 마케팅)

작업 역 빈도1) 백분율2)

급격한 시장변화 대응 282 44.3%

농축산물 판매 222 34.9%

마케팅 전략 선택 193 30.3%

농산물 홍보수단 활용 180 28.3%

경쟁자․시장변화 파악 163 25.6%

전 체 637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1.12. 사업 검토 및 재계획

  사업 검토 및 재계획과 관련한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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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으로는 재정 지표 및 세금보고서 준비, 농자료 검토․분석, 

농계획 수정 등이 있다. 사업 검토 및 재계획 업무 역의 3개 작업에 

대한 내용 요구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농자료 검토․분석(전체 응답

자의 54.0%), 농계획 수정(35.1%) 작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표 

4-13>. 이러한 경향은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 다. 한편 각 세부작업에 대한 요구 경향을 보면, 재정지표 및 

세금보고서 준비는 축산 농가일수록, 농자료 검토․분석은 남성농

업인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농계획수정은 과수 농가일수록, 경 수

준이 낮을수록 요구가 높았다<부표 4-13>.

표 4-13.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요구(작업: 사업검토/재계획)

작업 역 빈도1) 백분율2)

농자료 검토․분석 311 54.0%

농계획 수정 202 35.1%

재정 지표 및 세금보고서 준비 165 28.6%

전 체 576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2. 방법 관련 요구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방법과 관련한 요구를 구명

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수학습방법, 교육․훈련 강사, 교육․

훈련 장소 및 시설, 교육․훈련 평가, 교육․훈련 시기와 기간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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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수학습방법 

  프로그램 내용이 이론위주냐 실습위주이냐에 따라, 학습자들이 수

동적이냐 적극적이냐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강좌인원구성

과 교육참여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과 시설 내에

서 교수학습방법을 설계할 때에는 우선 해당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선

호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반 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에 있어 교육참여방식으로 현재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

은 강의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체험식, 실험․실습식은 상대적으로 

적게 활용하고 있는데 비해<표 3-17>, 농업인들은 견학식 교수학습을 

가장 선호하 고(전체 응답자의 54.8%), 그 다음으로 체험식(38.4%)과 

실험․실습식(38.0%) 등이었다. 그러나 강의식이나 인터넷식 등은 상

대적으로 덜 선호하 다<표 4-14>. 이러한 경향은 농작목, 경 수

준, 농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 다. 한편 각 교육참여방식에 

대한 선호 경향을 보면, 인터넷은 식량작물, 채소 농가일수록, 경 수

준이 높을수록, 농경력이 적을수록 선호하고, 강의식은 채소 농가일

표 4-14.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법 요구(교수학습방법: 교육참여방식)

교육참여방식 빈도1) 백분율2)

견학식 379 54.8%

체험식 266 38.4%

실험/실습식 263 38.0%

토론식 210 30.3%

강의식 200 28.9%

인터넷식 80 11.6%

전 체 692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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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많이 선호하고, 견학식은 과수, 채소, 축산 농가일수록 농경력

이 많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선호하고, 토론식은 특용/화훼 농가일

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선호하고, 실험실습식은 식량작물, 채소, 특용/

화훼, 축산 농가일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선호하고, 체험식(도제식)은 

특용/화훼 농가일수록 선호하 다<부표 4-14>.

  선호하는 강좌인원구성 방식을 조사한 결과 농업인들은 소규모 교

수학습을 가장 선호하고(전체 응답자의 70.9%), 상대적으로 개별 교수

학습과 대규모 교수학습은 덜 선호하 다<표 4-15>. 이러한 경향은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 다. 한편 각 

강좌인원구성 방식에 대한 선호 경향을 보면, 개별 교수학습은 농경

력이 적을수록, 여성농업인일수록 선호하고, 소규모 교수학습은 남성

농업인일수록, 대규모 교수학습은 여성농업인일수록 선호하 다<부표 

4-15>.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교육 대상자 특성( 농작목, 성별, 

농경력, 경 수준)에 따라 세분화할 때 가장 적합한 구분 기준에 대

한 조사 결과, 농작목에 따른 대상자 세분화를 가장 선호하 고(전

체 응답자의 62.7%), 그 다음으로는 경 수준(23.6%)이었다<표 4-16>. 

그러나 농경력, 성별에 따른 세분화 선호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

표 4-15.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법 요구(교수학습방법: 인원구성)

인원구성 빈도 백분율

소규모 458 70.9%

개별 116 18.0%

대규모 72 11.1%

전 체* 646 100.0%

* 무응답 사례는 제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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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경향은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동

일하 다<부표 4-16>. 

표 4-16.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요구

(프로그램 세분화방식)

프로그램 세분화방식 빈도1) 백분율2)

농작목별 433 62.7%

농수준별 163 23.6%

농경력별 84 12.2%

성별 8 1.2%

전 체 691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2.2. 교육․훈련 강사

  대학교수, 학교교사, 연구원,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기업인, 선진농

업인 중,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강사로써 선진농업인을 가장 많

이 활용하고 있었는데<표 3-15>, 농업인들 역시 이들을 선호하고 있

었다. 농업인 교육․훈련 강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크게 네가지로 분류

하고 선호하는 교육․훈련 강사의 자질을 조사한 결과, 농업인들은 일

반적으로 선진 농업인 강사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농업현실과 농업

인 특성에 대한 이해(전체 응답자의 32.7%)와 농업 분야 전문지식

(26.4%) 등의 자질을 선호하 다 <표 4-17>. 농작목, 경 수준, 농

경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경향도 이와 대체로 일치하 다. 한편 

각 강사자질에 대한 선호 경향을 보면, 농업분야 전문지식은 농경력

이 많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선호하고, 농업현실과 농업인 특성에 

대한 이해는 축산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농경력이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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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여성농업인일수록 선호하고, 알기 쉽게 가르치는 기술은 식량작

물, 과수, 특용/화훼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수록, 농경력이 많

을수록 선호하고, 농업현장에서의 실제 성공체험은 여성농업인일수록 

선호하 다<부표 4-17>. 

표 4-17.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법 요구(강사자질)

강사 자질 빈도 백분율

농업현실과 농업인 특성에 대한 이해 232 32.7%

농업 분야 전문지식 187 26.4%

농업현장에서의 실제 성공체험 158 22.3%

알기 쉽게 가르치는 기술 132 18.6%

전 체* 709 100.0%

* 무응답 사례는 제외하 음

2.3. 교육․훈련 시설 및 장소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수학습방식이 

강의식이고, 일반적으로 농업인 교육․훈련 시설로 가장 많이 활용되

는 것도 강의실이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선호하는 교육․훈련 시설을 

조사한 결과, 농업인들은 교육․훈련 장소로 강의실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 있었다. 농업인들은 현장사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를 교

육․훈련 장소로 가장 선호하고(전체 응답자의 58.3%), 그 다음은 최

신 농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실험․실습장(44.2%)이었다. 하지만 첨

단 교육장비와 시설을 갖춘 강의실은 덜 선호하 다<표 4-18>. 이러

한 경향은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에 관계없이 동일하 다. 한

편 각 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선호 경향을 보면, 첨단 강의실은 특용

/화훼 농가일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선호하고, 최신 농업기술 체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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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장소는 식량작물, 과수, 채소, 축산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농업인일수록 선호하고, 현장사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식량작물, 과수, 채소, 축산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수록, 

농경력이 많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선호하 다<부표 4-18>.

  농업인들이 평소 활용하는 교육․훈련 주체를 조사한 결과<표 

4-19>, 농촌진흥기관이 가장 많았고(전체 응답자의 71.5%), 그 다음으

로 농협(연수원)(33.1%)이었다. 하지만 품목별 단체, 공공 농업인 교

육․훈련 기관, 농민단체, 농업계 대학, 품목별 농조합 등은 상대적

으로 적었다. 평소 농업인들의 시․군별로 탄탄한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는 농촌진흥기관, 농협 등에 대한 교육․훈련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

을 알 수 있고, 지역별 교육․훈련에 대한 농업인들의 높은 요구를 간

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업인 특성별로 평소 활용하는 교육․훈련 

주체의 경향을 보면, 농촌진흥기관 이외에도 농작목별로는 식량작

물, 채소 농가는 농협, 과수 농가, 특용/화훼, 축산 농가는 품목별 단체

를 활용하고, 경 수준별로는 경 수준이 낮은 농가는 농민단체, 경

수준이 높은 농가는 농협을 활용하고, 농경력별로는 농경력이 적

은 농가는 농민단체, 농경력이 많은 농가는 농협을 활용하고, 성별

로는 남성농업인은 농협, 여성농업인은 농민단체를 활용하고 있었다. 

표 4-18.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법 요구(교육․훈련 시설)

교육․훈련 시설 빈도
1)

백분율
2)

현장사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 397 58.3%

최신 농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실험․실습장 301 44.2%

첨단 교육장비와 시설을 갖춘 강의실 72 10.6%

전 체 681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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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교육․훈련 주체에 대한 활용 경향을 보면, 농협은 식량작물, 

채소 농가일수록, 농경력이 많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자주 활용

하고, 품목 농조합은 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용/화훼 농가일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활용하고, 농민단체는 채소, 축산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농경력이 적을수록 여성농업인일수록 활용하고, 

농촌진흥기관은 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용/화훼 농가일수록, 경 수

준이 높을수록, 농경력이 많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활용하고, 품

목별 단체는 과수, 축산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농업

인일수록 활용하고, 농업연수원 등의 국가 교육․훈련기관은 식량작

물, 채소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자주 

활용하고 있었다<부표 4-19>. 

표 4-19. 평소 활용하는 교육․훈련 주체

교육․훈련 주체 빈도1) 백분율2)

농촌진흥기관 501 71.5%

농협(연수원) 232 33.1%

품목별 단체 199 28.4%

국가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농업연수원 등) 182 26.0%

농민단체 178 25.4%

농업계대학 132 18.8%

품목 농조합 91 13.0%

전 체 701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2.4. 프로그램 평가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외 

별다른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지만<표 3-18>, 농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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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만족도 조사와 같은 평가 방식은 별로 선호하지 않았다. 다른 평가 

방식보다 농업인들은 실습평가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전체 응답자

의 47.5%)<표 4-20>. 이러한 경향은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별에 관계없이 동일하 다. 한편 각 평가 방식에 대한 선호 경향을 보

면, 소감문 작성은 농경력이 많을수록 선호하 고, 조별과제는 축산 

농가일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선호하 고, 학업성취도시험은 식량작

물, 과수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수록 선호하 고, 농실행계획

은 채소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농업인일수록 선호하

고, 실습평가는 채소, 특용/화훼, 축산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

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선호하 고, 개인과제는 과수 농가일수록 선

호하 다<부표 4-20>.

표 4-20.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법 요구(프로그램 평가 방식)

프로그램 평가 방식 빈도 백분율

실습 평가 325 47.5%

개인과제 이수 및 발표 124 18.1%

농실행계획 작성 116 17.0%

소감문(만족도) 작성 113 16.5%

학업성취도 시험 101 14.8%

조별과제 이수 및 발표 100 14.6%

전 체
*

684 100.0%

* 무응답 사례는 제외하 음

2.5. 프로그램 실시 시기와 기간

  요즘은 농활동에 있어 농한기가 따로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 프로

그램 실시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여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접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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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직 지역별 교

육․훈련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은 사계절 내내 바쁜 

농활동 때문에 교육․훈련을 신청하고도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교

육․훈련 현장에서는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시

간대에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기간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한

다면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참여율을 좀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실시 시기와 기간과 관련하여, 먼저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실시 계절을 조사한 결과, 농업인들은 겨울철을 가장 선호하

고 있었다(전체 응답자의 57.1%)<표 4-21>. 현재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이 봄이나 여름철과 같이 농번기에 많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현실(박문호 등, 2003)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 다. 이는 농

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 다. 프로그램 실

시 계절별 선호 경향을 보면, 봄철은 식량작물, 축산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수록, 농경력이 많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선호하

고, 여름은 채소 농가일수록, 농경력이 적을수록 선호하 고, 가을

은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겨울은 과수, 특용/화훼 농가

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선호하 다<부표 4-21>.

표 4-21.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법 요구(시기와 기간: 프로그램 실시 계절)

프로그램 실시 계절 빈도 백분율

겨울 412 57.1%

봄 139 19.3%

여름 66 9.2%

가을 23 3.2%

상관없음 81 11.2%

전 체
*

722 100.0%

* 무응답 사례는 제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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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교육․훈련시간으로 농업인들은 3∼4시간 정도를 가장 선호하

다<표 4-22>. 농업인 특성별 선호 경향을 보면, 농작목에 관계없

이 3∼4시간을 가장 선호하고, 경 수준이 낮은 농가, 농경력이 10

년 이하인 농가, 여성 농업인의 경우는 2시간 이하 교육․훈련을 더 

선호하 다. 한편 각 교육시간에 대한 선호 경향을 보면, 2시간 이하

는 경 수준이 낮을수록 농경력이 적을수록 여성농업인일수록 선호

하 고, 3시간 이상의 경우는 경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선호하 다<부표 4-22>.

  전체 교육․훈련기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은 2∼3일을 가장 선호하

다(전체 응답자의 49.9%)<표 4-23>. 이러한 경향은 경 수준, 농

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 으나 농작목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

가 있었는데 축산 농가의 경우 1일 미만을 가장 선호하 다. 한편 각 

기간에 대한 선호 경향을 보면, 1일미만의 경우 축산 농가일수록, 

농경력이 많을수록, 2-3일의 경우 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용/화훼 농

가일수록 선호하고, 1주일의 경우 식량작물, 채소 농가일수록, 농경

력이 많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선호하 다<부표 4-23>.

표 4-22.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법 요구(시기와 기간: 하루교육시간)

하루 교육시간 빈도 백분율

3-4시간 358 53.8%

2시간 이하 193 29.0%

5-6시간 74 11.1%

8시간 41 6.2%

전 체
*

665 100.0%

* 무응답 사례는 제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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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법 요구(시기와 기간: 교육기간)

교육기간 빈도 백분율

2-3일 335 49.9%

1일미만 173 25.8%

1주일 정도 128 19.1%

한달정도 22 3.3%

상관없음 13 1.9%

전 체* 671 100.0%

* 무응답 사례는 제외하 음

3. 지원 관련 요구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한 요구를 구명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정보 취득경로, 교육․훈련 비용 부

담, 교육․훈련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 다.

3.1. 프로그램 정보 취득경로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홍보

를 위해 공문, 신문 및 방송, 우편홍보물, 이메일, 포스터, 전단지, 현수

막 등을 사용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각 기관에서는 이중에서도 

공문이나 우편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표 3-11>, 농업인들 

역시 프로그램 정보 취득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농업 관련 

공무원(전체 응답자의 64.9%)과 우편 발송된 홍보물(36.7%)이었다. 이

밖에 신문 및 방송(42.3%)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인터넷 또는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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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리고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한 프로그램 정보를 취득하

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표 4-24>. 이러한 경향은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 다. 프로그램 정보 취득경

로별 활용 경향을 보면, 신문 및 방송은 식량작물 농가일수록, 경 수

준이 낮을수록, 농경력이 많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활용하고, 우

편홍보물은 과수, 축산 농가일수록, 농경력이 많을수록 활용하고, 인

터넷/이메일은 축산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농업인일수

록 자주 활용하고, 농업관련 공무원은 특용/화훼 농가일수록, 농경력

이 많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자주 활용하고 있었다<부표 4-24>.

표 4-24.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 요구(프로그램 정보 취득경로)

프로그램 정보 취득경로 빈도1) 백분율2)

농업 관련 공무원 465 64.9%

신문/방송 303 42.3%

우편 발송된 홍보물 263 36.7%

다른 농민 155 21.6%

인터넷/이메일 86 12.0%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35 4.9%

전 체 716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3.2. 교육․훈련 비용 부담

  일반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에 농업인들은 교육․훈

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을 받는다. 최근 일부에서 수익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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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가 적용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훈련 비용 부담과 관

련하여 농업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행과 같이 교육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주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표 4-25>. 농작목, 경 수

준, 농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 다. 한편 비용

부담방식별 경향을 보면 경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전

액자비부담 용의가 있다고 했으며, 식량작물 농가일수록 여성농업인

일수록 교육비지원을 원하고 있었다<부표 4-25>.

표 4-25.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 요구(교육․훈련 비용)

교육․훈련 비용 부담 빈도 백분율

교육비 일부 지원 310 45.4%

무조건 전액 지원 215 31.5%

교육내용만 좋으면 전액자비 부담 가능 158 23.1%

전 체* 683 100.0%

* 무응답 사례는 제외하 음

3.3. 이수생 사후관리

  이수생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현재 이

수생 주소 데이터베이스 작업, 이수생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 

등의 기초적인 활동 밖에 하고 있지 못하 지만<표 3-20>, 농업인들

은 이보다 더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원하고 있었다. 농업인 교육․훈련 

이수자들에게는 관련 농정보, 관련 교육․훈련 정보, 농컨설팅, 

후속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이수생들간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이중에서 농업인들은 관련 농정보 제공(전체 

응답의 71.3%)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었고, 이밖에 관련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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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45.0%), 연계된 농 컨설팅 지원(36.3%)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표 4-26>. 이러한 경향은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

에 관계없이 동일하 다. 한편 이수생 사후관리 방안별 요구 경향을 

보면, 교육․훈련 정보는 축산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여

성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농정보 제공은 식량작물, 과수, 채

소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낮을수록, 농경력이 높을수록, 남성농업

인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후속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은 축산 농가

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요구가 높았고, 이수생들 간의 네트워크 

지원은 농경력이 많을수록, 남성농업인일수록 요구가 높았고, 농

컨설팅은 축산 농가일수록 경 수준이 높을수록 요구가 높았다<부표 

4-26>.

표 4-26.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 요구(이수생 사후관리)

이수생 사후관리 방안 빈도
1)

백분율
2)

관련 농정보 제공 377 71.3%

관련 교육․훈련 정보 제공 238 45.0%

연계된 농 컨설팅 지원 192 36.3%

후속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167 31.6%

프로그램 이수생 및 강사와의 네트워크 132 25.0%

전 체 529 100.0%

1) 중복반응 결과임

2)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4. 교육․훈련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최근의 농업인 교육․훈련 관련 정책의 대상자인 농업인과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담당자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정예농업인력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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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농림부, 2004)에서 농업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제안되고 있

는 인터넷 온라인 교육, 인턴제, 농업인 자격제, 후견인제 등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조사하 다.

  먼저 프로그램 내용 중 이론 위주의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자의 57.9%가 필요하다(‘필요’와 ‘매우 필요’로 응답자)고 응답하 다

<표 4-27>.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과반

수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부표 4-27>.

표 4-27. 농업인의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인식(온라인 교육)

인터넷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 빈도 백분율

전혀불필요 23 3.4%

불필요 64 9.5%

그저그렇다 195 29.1%

필요 268 39.9%

매우필요 121 18.0%

전 체
*

676 100.0%

* 무응답 사례는 제외하 음

  한편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담당자들에게 인터넷 온라인 교육제

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7%가 필

요하다고 응답하 다<표 4-28>. 한편, 담당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

인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대상자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는 문제, 또한 교육주체 역시 이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또한 온라인 교육과 관련한 각 기관 담당인력

의 전문성 또한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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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기관 담당자의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인식(온라인 교육)

인터넷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 빈도 백분율

전혀 불필요 0 0.0%

불필요 3 8.3%

그저 그렇다 9 25.0%

필요 24 66.7%

매우 필요 0 0.0%

전 체
*

36 100.0%

* 무응답 사례는 제외하 음

  선진농가에서 인턴제 형태로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훈련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표 4-29>.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부표 4-28>.

표 4-29. 농업인의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인식(인턴제)

인턴제 필요성 빈도 백분율

전혀 불필요 20 3.0%

불필요 56 8.4%

그저 그렇다 175 26.2%

필요 312 46.7%

매우 필요 105 15.7%

전 체
*

667 100.0%

* 무응답 사례는 제외하 음

  농업 교육․훈련 이수 실적 및 수준에 따라 농수준 및 자격을 인

정하고, 이 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농업인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표 4-30>.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부표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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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농업인의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인식(농업인 자격제)

농업인 자격제도의 필요성 빈도 백분율

전혀 불필요 21 3.1%

불필요 71 10.4%

그저 그렇다 138 20.2%

필요 323 47.3%

매우 필요 130 19.0%

전 체
*

683 100.0%

* 무응답 사례는 제외하 음

  한편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담당자들에게 농업인 자격제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표 4-31>. 농업인 자격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교육이수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형식적 교육 참가자들

을 배제시키기 위한 이수실적과 그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인정

체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담당자들은 지적하 다. 

표 4-31. 기관 담당자의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인식(농업인 자격제)

농업인 자격제도의 필요성 빈도 백분율

전혀 불필요 0 0.0%

불필요 3 8.5%

그저 그렇다 5 14.3%

필요 21 60.0%

매우 필요 6 17.1%

전 체
*

35 100.0%

* 무응답 사례는 제외하 음

  농경험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안정적 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 농업인, 대학교수 등을 후견인으로 선정하여 신규 농업인에 대해 

전담하도록 하고 기술․경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후견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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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4%가 필요하

다고 응답하 다<표 4-32>.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에 관

계없이 모두 70%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부표 

4-30>. 

표 4-32. 농업인의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인식(후견인제)

후견인제의 필요성 빈도 백분율

전혀 불필요 20 2.9%

불필요 36 5.2%

그저 그렇다 99 14.4%

필요 344 50.1%

매우 필요 188 27.4%

전 체
*

687 100.0%

* 무응답 사례는 제외하 음

5. 소결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종합될 수 있다.

  첫째, 농업인들은 생산기술, 마케팅 이외에도 다양한 농 역에 

대한 교육․훈련 요구가 있었다. 농업인들은 전통적인 농업인 교육․

훈련 내용인 작물재배기술, 가축사육기술과 같은 생산 관련 기술에 대

한 요구와 최근 많이 강조되고 있는 마케팅 등에 대해서도 요구가 높

았지만 농일손관리, 농기계 및 시설 관리, 사업기반조성 등의 내용

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았다. 세부 작업별로는 농계획 역의 시장조

사, 생산․유통․재정 계획 수립, 사업기반조성 역의 농작물 및 농

장시설 재해보험, 정보취득 역의 최신 생산․유통 동향 파악,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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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역사회의 관계 역의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 확보, 지역사

회․농민 단체 활동 참가, 농일손관리 역의 계절별 농일손 수급

계획, 생산관리 역의 자연재해(태풍, 가뭄) 대비, 가축사육기술 역

의 가축사양, 축분관리, 작물재배 역의 수확 후 처리 및 저장, 마케

팅 역의 급격한 시장변화 대응, 사업 검토 및 재계획 역의 농자

료 검토․분석 등의 작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훈련 요구

가 있었다<표 4-33>. 

표 4-33. 농업인 전문성 업무 역별 프로그램 내용 요구가 높은 작업

업무 작업

농계획 ∙생산․유통․재정 계획 수립∙시장조사

사업기반조성 ∙농작물/시설 재해보험 ∙신용/자금확보

경 관리 ∙경 자금 흐름 파악 ∙ 농활동 기록

정보획득 ∙최신 생산․유통 동향 파악 ∙선진농가 연수

가족/지역사회관계 ∙자신/가족시간확보 ∙단체활동 참가

농일손관리 ∙계절별 농일손 수급 계획

농기계 및 시설 관리 ∙새농기계구입/주문(제작) ∙농기계사용․유지․보수

생산관리 ∙자연재해(태풍, 가뭄)대비 ∙병충해 관리

가축사육기술 ∙가축사양 ∙축분 관리

작물재배기술 ∙수확 후 처리 및 저장

마케팅 ∙급격한 시장변화 대응

사업 검토 및 재계획 ∙ 농자료 검토․분석

  둘째, 농업인들은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교수학습과 견학식으로 

진행되는 교수학습을 많이 선호하 다. 농업인들은 개인 단위나 대규

모 단위 보다는 소규모 단위의 강좌인원구성을 선호하고, 교육참여방

식으로는 전통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강의식이나 토론식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농업인 교수학습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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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식이나 실험․실습식 보다 오히려 견학식 교수학습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보다는 현장사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를 교육․훈련 시설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

었다. 농번기가 따로 없는 바쁜 농일정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활

발한 참여를 요구하는 교육․훈련 보다는 국내외 선진 사례를 경험하

면서도, 다소 형식화된 토론과는 다른 농업인들과의 비형식화된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농업인들은 그들의 현실과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강사를 선호

하 다. 교육․훈련 강사 선정에 여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농업

인들은 해당 분야의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 농업현장에서의 실제 성공

경험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농업현실과 농업인의 학습특성에 대

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강사를 선호하고 있었다. 현재에도 농업인 교

육․훈련 기관들은 강사선정에 있어 현장성, 전문성을 중요한 기준으

로 삼고 있지만, 강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범 기관차원에서 프로그램 내용의 작목별 차별화와 더불어 교육대

상자의 농경력, 경 수준, 성별 등에 따라 농업인들의 눈높이를 제

대로 맞출 수 있는 전문가 풀을 확보․관리하고 이들의 강사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업인들은 프로그램 평가 방법으로 실습평가를 선호하 다. 

선호하는 프로그램 평가 방식을 조사한 결과, 농업인들은 소감문 작

성, 조별(개별) 과제이수 및 발표 등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방식

보다는 직접 행동하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습평가 방식을 더 

선호하 다. 대부분의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이 교육 만족도 조사 

외에 별다른 평가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었지만, 농업인들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왕이면 결과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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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농업인들은 겨울철 교육․훈련과 단기 교육․훈련을 선호

하 다. 요즘과 같이 농한기가 따로 없는 농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업

인들은 상대적으로 봄, 여름, 가을보다는 겨울철 교육․훈련을 가장 

많이 선호하 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하루 교육시간은 3∼4시간 정

도 고, 가장 선호하는 교육기간은 2∼3일 정도 다. 교육․훈련을 신

청하고도 바쁜 농일정에 지리적, 시간적 이유로 참석을 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농업

인들의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이왕이면 겨울철에 프로그램을 개설하

고, 농번기일지라도 단기 교육․훈련으로 편성한다면 그나마 교육․

훈련 참여율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농업인들은 농업관련 공무원과 신문․방송 등을 통해 교

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고 있었다. 요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업인들이 가장 자주 활용하는 교육․훈련 주체는 농

촌진흥기관이었고, 평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

그램 정보 취득경로는 농업관련 공무원이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160

개가 넘는 시․군별 조직을 가지고 있는, 농촌진흥기관과 관련 공무원

들이 프로그램 홍보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시사

한다. 또한 농업인들이 자주 활용하는 정보 취득경로로 신문 및 방송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들이 이런 대중 

매체를 좀 더 원활히 사용하여 프로그램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농업인들은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내용만 좋으면 전액 자비 부담 용의가 있는 일부 농업인도 

있었지만, 대다수 농업인들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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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도입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수익

자 부담원칙의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 은 각 기관들이 교

육․훈련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프로

그램들을 개설하기 전까지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농업인들은 교육․훈련과 연계된 적절한 농정보의 제공

을 원하고 있었다. 일부 농업인들은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관련 농

컨설팅 지원과 같이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원하고 있었지만, 교육․훈

련 참여 자체가 바쁜 농일정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 농업인

들은 이보다는 관련 농정보 제공을 더 원하고 있었다. 각 기관들은 

정규 교육․훈련 프로그램 종료와 더불어 새로운 후속 프로그램(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수한 프로그램

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최신의 농동향을 파악할 수 있

도록 농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농업인들과 농업인 교육․훈련기관 담당자들은 최근 농림

부가 교육․훈련 개선과 관련하여 제시한 정책들에 대해 그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온라인 교육, 인턴제, 농업인 자격제, 후

견인제 등에 대하여 대다수 농업인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온라인 교육, 농업인 자격제 등에 대하여 기관 담당자들 역시 대다수

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과 관련하여 농

업인들의 기본소양부족, 기관자체의 역량 부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

으며, 농업인 자격제와 관련하여서도 기준과 인정체제 등에 대한 관련

자들의 사전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 다.

  열 번째, 농업인들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방법, 지원 등에 대

하여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과 같은 개인특성에 따라 상

호 다른 요구가 있었고, 특히 농업인들은 농작목에 따른 차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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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농업인들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방법, 지원 등에 대하여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별과 

같은 특성에 따라 상호 다른 요구가 있었다.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

여서는 주로 농작목에 따라, 프로그램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농작목과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성별에 따

라 다른 요구가 있었다. 한편 교육․훈련을 보다 효과성 있게 진행하

기 위해 교육대상자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농업인들은 경 수준, 성

별, 농경력에 따른 차별화보다는 농작목에 따른 차별화를 원하고 

있었다. 

  열 한번째,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현실은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와 다소 괴리가 있었다. 교육․훈련 강사 구성, 프로그램 홍보, 교육․

훈련 비용 부담 등과 같이 농업인들의 요구와 기관의 현실의 간격이 

거의 없는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있어 보다 

본질적인 부분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교수학습방식, 프로그램 

평가 방식, 프로그램 실시 시기, 이수생 사후관리 방식 등의 경우 농

업인들의 요구를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이 제대로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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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

  농업인 교육․훈련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검토, 농업인 교육․훈

련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진단 및 요구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

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개선방안은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과 이를 단기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과 중․장

기적 관점에서 현 농업인 교육․훈련 운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

는 방안으로 구성하 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의 추진을 위

해 필요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 다. 

1. 기본 방향

  급격하게 지식과 기술이 변화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외국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응하고, 점점 더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력이 교육․훈련을 통해 양성하기 위해서

는 현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한 차원 도약된 형태로 제공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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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농업인들이 외면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고도화, 

다양화 되어가는 요구를 전문성 있게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

  교육․훈련을 통해 농업인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적으로 “원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능

력중심으로 개발된 “최고의 내용”을,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농업인

들이 “필요로 하는 적시에”, “원하는 장소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경

험함으로써 “ 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

육․훈련 프로그램을 지향해야 한다<그림 5-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이 기본적으로 기관 내에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에 안정적인 위

상을 부여하고, 그 위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담당인력을 확보해야

만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교육수요자에 대한 

철저한 요구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각 프로그램의 목표를 

행동목표로 진술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은 우수 농업인에 대한 직무분

석을 근거로 능력중심으로 선정․조직해야 한다. 프로그램 실시 시

기․기간․장소․시설 등은 농업인들이 교육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 지식 및 기술과 

더불어 농업 및 농업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눈

높이에서 알기 쉽게 강좌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강좌를 진행해

야 한다.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 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다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 피드백 해야 한다. 교육 이수생들에 대해서는 

이수한 프로그램 관련 교육․훈련 정보와 농정보 제공, 농 컨설팅 

제공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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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현실의 상황에서 실

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상황요인, 투입요인, 

과정요인, 산출요인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각 교육․훈련 기관과 정부 

차원에서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상황요인과 관련하여 담당인력 보강, 프로그램 기획 

활동 강화, 교육․훈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담당인력의 전문성 개

그림 5-1.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의 기본방향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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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및 교육․훈련 컨설팅 등의 활동이, 투입요인과 관련하여 능력중심 

프로그램 내용 조직, 농작목별 프로그램 운 , 프로그램 홍보 지원, 

예산지원체제 개선 등의 활동이, 과정요인과 관련하여 현장 전문가 풀 

지원,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시설 지원,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프

로그램 개설시기 조정 등의 활동이, 산출요인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평

가와 이수생 사후관리 프로그램 연계, 기관 프로그램 평가 개선 등의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 중․장기적으로는 Blended Learning 중심의 농업

인 교육․훈련 체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상황요인과 관련하여 농업인

력개발 관련 연구, 기관 담당자들의 Blended Learning 운  관련 전문

성 개발의 활동이, 투입요인과 관련하여 농업능력표준 개발, On-line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이, 과정요인과 관련하여 전문가 풀 구축, 

On-line/Off-line/현장 학습 프로그램 운 , On-line 프로그램 개발 인프

라 지원, 맞춤형 교육․훈련 가이드 실시 등의 활동이, 산출요인과 관

련하여 농업인 농 컨설팅, 교육․훈련 이력 관리 및 자격제 도입 등

의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2. 단기적 개선방안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큰 틀의 변화 없이 단기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

육․훈련 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교육․훈련기관 차원의 추

진 방안 및 정부 차원의 추진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 다<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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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단기 개선방안

2.1. 교육․훈련기관 차원

  교육․훈련기관 차원에서는 담당전문인력 보강, 프로그램 기획활동

의 강화, 능력중심의 프로그램 내용 조직, 농작목별로 차별화된 프

로그램 운 , 견학 프로그램의 구조화 및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운 , 프로그램 개설시기 조정, 프로그램 평가와 이수생 사후관

리 프로그램 연계 등의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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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담당 전문인력 보강

  진단 결과에 의하면 각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교육․훈련 사

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위상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훈

련 담당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전문성 있는 교육․훈련 업무의 수

행하고 있지 못하 다. 아무리 각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갖추어 있다

고 해도 담당인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경쟁력 있는 프

로그램 운 을 위한 요구조사, 그에 따른 기획, 개발, 실행, 평가와 홍

보 및 사후관리 등의 기본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우선적으로 각 기관에서는 교육․훈련 업무에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진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의 업무 전문성을 확보해주고, 점

차적으로 관련 전공자 위주로 담당인력을 보강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이들이 각종 교육․훈련 담당자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2.1.2. 프로그램 기획 활동 강화

  진단 결과에 의하면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인식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은 이수생 사후관리 미흡, 대상자별 수준고

려 부족, 교육방법상의 참여기회 부족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내적인 

문제를 지적한 반면, 기관 담당자들은 상대적으로 운 비용 부족, 시

설낙후, 이수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혜택미비 등 프로그램 외적인 문제

를 지적하고 있었다. 이는 단적으로 기관이 인식하는 농업인 교육․훈

련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농업인들이 인식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각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농업인 교육 수요자에 대한 

요구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농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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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 내용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실시 방법과 지원 등에 있어 

개인특성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보이고 있음에도 기관은 이를 제대로 

프로그램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에 근거하여 또는 예년의 교육․훈련을 답습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

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기관 내

부 의견 또는 오랜 교육․훈련 경험에 따른 일부 담당자의 개인적 노

하우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수요자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과감

히 폐지 또는 신설할 프로그램과 강좌들, 그리고 쇄신되어야 할 기존 

강사진, 교수학습방식, 개설 시기와 장소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요구조사의 항목을 현재보다 좀 더 다양화시켜 프로그램 내용

이나 개설시기 뿐만 아니라 강사, 교수학습방법, 장소, 평가 방식, 사

후관리 등 프로그램 내적인 측면의 요구 수렴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발언권이 높은 농업인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반 되는 간담회 형식의 조사나 개별 조사 보다는 각 기

관별로 일반적으로 가장 교육수요가 높은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설문

조사 형식의 요구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사정상 각 기관

에서는 사전 요구조사가 힘들다면 교육 이수생들에 대한 사후 요구조

사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수요자의 요구가 수렴되어야 한다. 

2.1.3. 능력중심의 프로그램 내용 조직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사례 중심 또는 

이슈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일반 교양 프로그램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경

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행동목표가 수립될 수 없고, 동일한 제목의 프로그램이라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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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구냐에 따라 그 내용의 수준과 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라 

추후 내용의 수정 보완도 힘들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개별 기관차원에서 선도 농업인에 대한 직무분

석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내용 개발까지는 현실적으로 힘

들지라도, 농업인들의 구체적인 농활동과 관련한 세부 능력을 중심

으로 내용이 편성되도록 강좌별 교수요목을 작성하는 작업은 시도해

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제안된 12개 업무 역별 세부 작업은 

그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능력중심의 프로그

램 내용이 편성된다면 매년 동일한 프로그램 개설이 지양되고, 차기년

도에는 다른 내용과 범위의 프로그램이 개설됨에 따라 수준별 교육이 

자동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프로그

램 운 도 가능할 것이다.

2.1.4. 농작목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고 농업인 요구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상

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

인들은 경 수준, 농경력, 나이, 성별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

에 대한 요구차이를 보 지만,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농작목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 을 원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생산관련 기술처럼 농작목별로 전혀 다른 프

로그램 내용뿐만 아니라 농작목에 큰 관계없이 운 될 수 있는 프

로그램 내용 일지라도 교육․훈련 대상자를 농작목별로 구분하여 

운 한다면, 교육․훈련 중에 교육생간, 교육생과 강사간의 의견교환

이 보다 공통된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프로그램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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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교육생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농현장에 도움정도도 높아질 

것이다. 현실 여건상 프로그램 수준별 교육까지는 힘들지라도, 기획 

과정에서 개설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의 종류를 대폭적으로 줄여서

라도 각 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농작목에 따른 프로그램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표 5-1>은 제 4장의 농업인력의 전문성 12개 업

무 역별 세부 작업에 대한 내용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편성 방안이다). 

표 5-1. 농작목별 능력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편성(안)

농작목 공통 내용 작목별 내용

식량작물

∙생산․유통․재정 

계획

∙시장조사

∙재해보험

∙신용/자금확보

∙경 자금흐름파악

∙ 농활동기록

∙최신동향 파악

∙선진농가 연수

∙자신/가족시간확보

∙단체활동 참가

∙ 농일손수급계획

∙새농기계구입․주문

∙농기계사용․유지․

보수

∙자연재해대비

∙병충해 관리

∙시장변화 대응

∙ 농자료검토․분석

∙수확 후 처리 및 저장

∙토지취득

∙장부기입/비용지출

∙지역사회/농민단체 활동

∙ 농안전사고대비

∙농가인력 교육․훈련․감독

∙농기계/시설 사용계획

∙농기계 구입

∙생산활동 환경 향점검

∙경쟁자․시장변화파악

과수

∙ 농상담자확보

∙인터넷활용

∙토지비옥도관리

∙작물생산계획

∙수확 후 처리 및 저장

∙ 농계획수정

채소

∙부채관리

∙토지비옥도관리

∙파종육묘수확

∙마케팅전략선택

∙경쟁자․시장변화파악

특용/화훼

∙ 농회계장부 기록체제

∙ 농서적․잡지구독

∙인터넷활용

∙ 농안전사고대비

∙농가인력 교육․훈련․감독

∙농기계/시설 사용계획

∙생산활동환경 향점검

∙수확 후 처리 및 저장

∙경쟁자․시장변화파악

축산

∙토지취득

∙가축사양

∙축분 관리

∙장부기입/비용지출

∙인터넷활용

∙농가인력 교육․훈련․감독

∙농장시설설치 및 관리

∙생산활동환경 향점검

∙축산물판매

∙재정지표/세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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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견학식 학습의 구조화와 현장 학습 다양화

  요구 분석 결과에 의하면 농업인들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전형

적인 강의식, 토론식 교수학습이나 지나치게 개별화된 참여나 육체적

인 체험을 강요하는 도제식이나 실습식 교수학습보다는 견학식 교수

학습과 같이 농사례를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농업인들간의 비형식적

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더 선호하 다. 현재 농업

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강의식과 더불어 견학식 교수학습을 많이 편

성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기 보다

는 이론교육의 부가적 활동으로 실습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진

사례 또는 성공사례에 대한 탐방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독립된 

프로그램의 경우도 구조화가 제대로 되어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교육․훈련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강의식이나 

실험식 교수학습의 비중을 낮추고 농업인들의 선호가 높은 견학식 교

수학습을 늘이고, 대신 이를 좀 더 구조화시켜 내실있게 운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견학식 교수학습의 구조화를 위해, 우선 견학 활동

이 특정 프로그램의 부가적인 활동이 아닌 또 하나의 완전한 프로그

램으로서 기획․개발․실행․평가하도록 운 해야한다. 그리고 견학

의 대상보다는 견학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내실있게 운 되도록 해

야 한다. 이를 위해 평범한 사례라도 각 사례가 경험한 과정을 분석적

으로 접근하여 무엇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도록 하고, 어떤 것을 논의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 면 한 관찰과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견

학 워크북(workbook)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견학식 교수학습 외에도 이미 일반 직업 교육․훈련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현장학습(workplace learning) 기법을 농업인 교



123

수학습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워크아웃(workout) 기법을 응용한 워크

샵이나 실천학습(action learning),29 구조화된 현장직무교육(structured 

on-the-job training)30과 같은 현장학습기법을 활용한다면 강의실 중심

의 집체식 교육․훈련에서 벗어나 농업인들의 직접 현장에서 농활

동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팀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

고 그와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2.1.6. 프로그램 개설 시기의 조정

  일부 기관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농업인 교육․훈련 프

로그램은 봄, 여름, 가을 등 농활동이 바쁘고 농업인들이 덜 선호하

는 시기에 몰려있었다. 정부의 예산 지원 체제가 경직되어 있다 보니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이 연초에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연말에 모두 결산해야하는 상황으로 인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시기가 농번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농한기가 따로 없는 것이 요즘 농업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농업인들

의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농업인들이 한

가로울 수 있어 장기 프로그램 개설도 가능한 겨울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설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한편 농일정과 맞

29 미국의 GE가 보편화 시킨 직원들 교육․훈련 기법의 하나로 현장 업무를 하

면서 현장에서 가장 자주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여 팀

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학습과정으

로 팀원 공통의 문제해결과 동시에 각 팀원들의 자기개발요구를 동시에 해

결하려는 시도이다(Rothwell 1999).
30 기업체에서 선임자가 신임자를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이들간

의 상호작용을 좀더 구조화(structured)시켜, 보다 단기간에 교육․훈련의 효

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이다(최호연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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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야만 교육․훈련이 더 효과적인 농번기 교육․훈련의 경우는 축

산 농가와 같이 하루라도 농가를 비우기가 힘들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역별 교육․훈련을 원칙으로 하루 일

정의 초 단기과정보다는 오전이나 오후 한때를 이용한 2∼3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1.7. 프로그램 평가 및 이수생 사후관리 프로그램 연계

  진단 결과에 의하면 현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프로그램별 목

표 설정과 그에 따른 체계적 교육․훈련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

었다. 특히 교육․훈련기관이나 농업인들은 이를 하나의 형식적 절차

로만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요구 분석 결과를 보면 농업인

들도 소감문, 과제발표 등과 같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다소 소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프로그램 평가 보다는 실습평가와 같은 보다 적극적 

방식의 프로그램 평가를 원하고 있었다. 한편,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생들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농업인들의 높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소록 관리 외에 추가적인 농정보, 후속 교육․훈련 프로

그램 정보, 농 컨설팅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에 이루어지

는 이 두가지 활동, 즉 프로그램 평가 및 이수생 사후관리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기업에서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이수생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평가(level 1),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학업성취도 평가(level 2), 직업현장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경험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업적용도 평가(level 3), 

교육이 궁극적으로 경 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경

성과 기여도 평가(level 4),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실제 금전적 이익



125

으로 회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투자수익율(ROI: Return On Invest- 

ment)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Phillips et al. 2001). 

농업인 이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관련 사항에 대한 만족도 

평가, 프로그램 이수자들에게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성취도 평가, 

그리고 프로그램 이수 내용을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

상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농업인들이 원하는 

농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들이 새로운 실천적 농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농 컨설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프로그램 평가와 사후관리가 연계된다면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도 

프로그램의 존폐를 결정하는 참고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2.2. 정부차원

  개별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활

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관 평가 및 그에 따른 예산편성과 같은 정부 

차원의 활동 부문에 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2.2.1. 교육․훈련 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

  진단 결과에 의하면 각 기관은 프로그램 운 과 관련한 요구조사․

기획․개발․실행․평가 과정상에 타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원

하고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마땅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 다. 

기관 간 유사 프로그램의 내용 개설, 교육․훈련 시기 중복, 교육․훈

련 장소 및 시설의 부족, 교육․훈련 강사진 부족 등의 문제는 교육․

훈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부분 해결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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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림부가 현재 운 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훈련 정보 시스템

(AEIS: Agricultur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에서 어느 정도 이

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업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수시로 각 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교육․훈련 시기와 사용하는 장

소, 강사진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

를 공유하여 상호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중에 수시로 당해연

도 교육․훈련 평가와 관련하여 그리고 차기년도 교육․훈련 기획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를 하는 기회를 

가지게끔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재 대학과는 달리 기관간 마땅한 네크워크 채널이 없는 민간사회교육

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2.2.2. 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개발 및 교육․훈련 컨설팅 지원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체계적 요구수렴, 행동목표 설정, 실제 현장에

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내용 개발, 농업인들이 학습특성에 근거한 

교수학습방식, 교육시기와 기간, 교육장소와 시설 등의 선정, 그리고 

교육목적에 기반을 둔 적절한 학습결과의 확인과 교육생들에 대한 다

각적인 사후관리 등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는 모든 핵심적으로 활동

은 교육․훈련 담당인력의 전문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 농업인 교육․훈련기관의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들은 교

육․훈련과 관련한 전문성은 다소 미흡하 다. 

  농업인 교육․훈련 담당인력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우선 현재 농업

연수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담당자 교육․훈련이 보다 내실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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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전문가

(practitioner)에게 필요한 역량 모형31에 입각하여, 각 기관 담당자들이 

농업인 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업교육

을 포함한 다른 직업 교육․훈련 부분의 새로운 교육․훈련 동향과 인

적자원개발과 관련 새로운 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밖에 농업연수원과 같은 일부 공공 농업인 교

육․훈련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 과 관

련한 업무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 및 컨설팅을 각 농업인 교육․훈련

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2.2.3. 프로그램 내용 개발 지원

  진단 결과에 의하면 각 교육․훈련 기관들은 세분화된 능력 중심으

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개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

분의 기관이 프로그램 내용의 대상별( 농작목, 경 수준, 연령, 성별)

차별화, 능력단위별 세분화, 내용간 계열화 등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

이었다. 일부 능력 중심 접근을 하는 기관의 경우도 체계적으로 시행

하고 있기보다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또는 특정 전문가의 견해에 의

존하고 있었다. 정부가 주도가 되어 농업인력의 전문성의 개념 정립과 

더불어 이를 구성하는 능력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을 체계적으

로 개발하여 이를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 내용 개발은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개발 분야와 개발 방식

31 Rothwell, Sanders와 Soper 등(1999)은 HRD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분

석적 역량, 비즈니스 역량, 대인관계 역량, 리더십 역량, 성인학습 관련 전문

역량, 정보기술관련 역량이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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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본 안을 제시하고, 실제 개발은 농업연수원 등의 공공 농업

인 교육․훈련기관 중심이 되어 추진하거나 또는 개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정부가 지원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개발 과정에서는 

특히 프로그램 내용 개발이 농작목별로 선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핵심 역량을 이루는 업무와 세부 작업들을 추출하고, 이를 전문가 및 

다수 농업인들의 타당성 확인과정을 거치고, 최종 산물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세부 강좌별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대상․교육시기․교

육방법․선수학습내용 등을 구체화한 교육․훈련 코스 프로파일

(course profile)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2.4. 프로그램 홍보 지원

  거의 대부분의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은 예산부족 및 관련 기관의 

협조 부족 등의 이유로 적절한 프로그램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수요 예측 및 교육생 모집과 관련하여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한 AEIS는 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그 유용성이 많이 떨어져 이를 활용하기가 

매우 힘들 실정이었다. 

  우선 AEI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

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제대로 활용되기 위한 개선방안

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 기관에서 보내는 프로그램 홍보 관련 

공문으로는 지방자체단체의 적극적 협조가 힘든 현실을 감안하여, 농

림부가 주체가 되어 기관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을 제

대로 디자인 된 홍보자료로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여 농업

인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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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수단인 신문 광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이 중앙 일간지나 농업 관련 신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홍보할 때

는 일부 그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훈련 

시기별로 기관 공동으로 광고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2.2.5. 현장 전문가 풀 지원

  요구 분석 결과에 의하면 농업인들은 강사 자질과 관련하여 농업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 보다는 농업과 농업인 특성에 대한 이해

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농업인 교육․훈련 담당 강사를 선

정 활용함에 있어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보다는 기본적으로 농업과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공유하고 있는 강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진단 결과를 보면 실제로 각 기관에서는 선도 농업인

들을 강사로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절대적인 강사 풀의 부족

으로 인해 강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농업인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으면서도 현장성을 갖춘 능력 있는 강사확보의 

어려움은 지방 교육시 더욱 심각하 다. 

  교육․훈련 기관 단위로 체계적인 강사 관리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

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 풀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중앙단위 또는 지방단위로 품목별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농

촌진흥기관, 농협,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이 가지고 있는 분야별 유

능한 현장 전문가 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각 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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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공공기관 시설 지원

  진단 결과에 의하면 자체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실제 다양한 

교육방법을 운 하는데 기본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농업인 교육․훈

련 기관이 많았다. 교육․훈련 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기 이전에 각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시설에 대한 요구 파악과 더불어 

이들이 기존에 공공시설을 좀 더 원활하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농업계 관련 학교교육기관(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대학) 및 각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는 각 지역특색에 맞는 작목과 관련하여 매우 훌륭한 교육․훈련 시

설을 갖추고 있는데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이 중앙 단위 또는 지

역 단위 교육․훈련시 이를 좀 더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 풀과 함께 각 시설에 대한 지역

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의 요구를 유

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2.2.7. 기관 프로그램 평가 개선

  매년 말 농림부가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평가활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인 교육․

훈련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결과 중심 또는 양적 자료 중심

이었다. 일부 질적 준거가 사용되고는 있지만 전임강사 비율, 자체 교

육․훈련 시설 확보율, 전체 교육시간 중 견학 및 실습비율, 교육비 

지출항목 구성, 교육계획 인원 대비 실제 교육인력 비율 등 결과 중심

적이고 계량화가 간편한 준거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평

가는 궁극적으로 평가 대상 활동의 개선에 피드백을 주는데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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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데, 이와 같은 양적인 실적 중심의 평가로는 각 기관이 처한 상

황의 개선에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 

기업체 교육․훈련의 평가 준거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Baldrige 교육 

준거(education criteria for excellence)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Baldrige 

교육준거에서는 리더십(leadership),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 교육생

과 이해관계자 중심성(student, stakeholder and market focus), 담당인력 

중심성(faculty and staff focus), 지식경 (measurement, analysis and 

knowledge management), 교육의 과정과 지원활동(process manage- 

ment), 조직의 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 result) 등의 교육․훈련

의 과정적 요소와 그에 따른 성과를 근거로 삼아 기관과 그 기관의 프

로그램을 평가하고 있다(Baldrige National Quality Program 2005). 우

선 각 기관이 교육․훈련 기획, 개발, 실행, 평가 그리고 사후관리 등

과 관련하여 어떠한 모습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 주고,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

면서, 프로그램 운  결과보다는 프로그램 운  과정에 초점을 두어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별로 교육․훈련 사업의 기본여건 

및 기관 내 위상이 서로 다른 기관을 동일한 척도가 아닌 기관 유형별

로 차별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훈련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각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

로그램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만족도 

외에도 학업성취도, 현업활용도 등의 다단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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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체계 개선

  진단 결과에 의하면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실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의 내용

에 비해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정부의 제한된 재정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여도, 예산지원 과정상의 경직성은 문제가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 계획과 결산이 연초와 연말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

다 보니,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계획과 결산도 연초와 연말

에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요구가 

높은 농한기 교육․훈련에 대한 각 기관의 계획이 상대적으로 소홀하

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각 기관의 정규 기본 프로그램 외에 

필요에 의해 수시로 계획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미

흡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현재 교육생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

니 이수생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기관 자체의 부

수적 활동으로 여겨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각 기관의 교육․훈련 계획에 의해 지원비를 연초에 지급하고, 이를 

연말에 정산하는 구조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하여 우선 교육․훈련 지원액의 현실화와 더불어 각 기관의 교육․훈

련 프로그램 단위로 연중 수시지원해주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렇게 되면 각 기관의 농한기 교육․훈련 계획이 좀 더 수월히 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각 기관에서 연중에 새롭게 의욕적으로 시도하는 

각종 시범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도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이수생 사후관리에 대한 농업인들의 높은 요구를 

고려하여 각 기관의 사후관리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도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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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적 개선방안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진단 및 요구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현행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  체제에 대한 단기적 개선방안만으로

는 농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데 있어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한

계가 있다. 농업인들은 현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실

시 방법,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또한 농작목, 경 수

준, 농경력,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

행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들은 담당인력의 부족, 담당자의 전문성 부

족, 강사자원 부족, 예산부족,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 내용 

선정에 있어 능력 중심성을 추구하지 못했고, 적절한 프로그램 홍보 

활동을 하지 못하 으며, 교육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능력 있는 강사에게서 최고의 교수학습방식으로 교육․훈

련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여러 여건상 현재와 같

이 각 교육․훈련 기관이 개별적으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조사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개발․실행․평가하는 체제

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가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기관의 제한된 자원과 예산 속에서도 다

양한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

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보다 나은 학습 효과를 꾀할 수 있게 하기 위

해 Blended Learning 체제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선행연구에서도 고찰되었듯이 Blended Learning은 정해진 시간

과 장소에 참석한 사람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게 되는 상황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을 활용함으로써 각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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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훈련 전달방식을 조합하여 개발 비용과 시

간, 각 교육․훈련 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물

적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현실 상황에 부합되게 조절 할 수 있다. 그

리고 무엇보다 학습자 개인이 원하는 방식에 의한 교육․훈련 참여가 

가능하므로 보다 개별화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농림부의 교육․훈련 정책에서 이론 중심의 내용에 대

하여 On-line 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농

업인과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담당자들의 경우 On-line 교육과 관련

하여 컴퓨터 활용을 위한 기본 소양 부족 및 On-line 교육을 위한 인

프라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찬성하고 있다

는 점에서 Blended Learning 도입과 관련한 여러 상황요인도 매우 낙

관적이라 할 수 있다. 

  Blended Learning 체제는 현재 Off-line 중심의 집체식 교육․훈련 

체제에서 Off-line 학습,32 On-line 학습 그리고 농현장에서의 체험 

중심의 현장학습이 상호 통합(Blended)된 체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의

미하는 통합은 현존하는 Off-line, On-line,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단순

히 합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학습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시간과 공간, 학습활동, 학습매체, 상호작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함을 의미한다.33

  그리고 이 연구에서 농업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Blended Learning 체제는 일반 기업체에서 기업체별로 직원 교육․훈

32 일반적으로 Off-line 학습은 On-line외 학습을 모두 총칭하지만 여기서는 강

의실 중심의 교육․훈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 다.
33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활동은 공급자 중심의 용어인 교육․훈련을 많이 사

용하고, Blended Learning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용어인 학습을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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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장기 개선방안 
(Blended Learning 체제)

련을 위해 도입하는 그것과는 다르게 정부와 범 농업인 교육․훈련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기능 분담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Blended 

Learning 추진에 있어 개별 교육․훈련 기관이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

하면서도 교육․훈련 기관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일들을 수행한다. 

각 농업인 교육․훈련기관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Blended Learning 인

프라와 지원활동을 활용하여 농업인 교육수요자와 직접 접촉하면서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훈련을 수행한다<그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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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부 차원의 Blended Learning 구축․운  방안

3.1.1 “농업인력개발지원센터(가칭)” 설립․운

  Blended Learning 체제 구축 및 운 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정부 차원의 기능을 수행할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

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전담 상설기구 설립을 제안

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를 “농업인력개발지원센터(가칭)”라고 칭하

고자 한다. 이 센터에서는 Blended Learning 체제 구축을 위한 운 모

형 개발과 각종 시범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이후 본격적인 

Blended Learning 체제 운 과 관련하여 농업능력표준개발, 다양한 

On-line 프로그램 개발, 농업인 학습 포탈 사이트 운 , 전문가 풀 구

축 및 농업인 컨설팅 강화, 농업인 교육․훈련 관련 체계적 연구 수

행, 개별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의 Blended Learning 운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농업인력개발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기존의 농업연수원의 기능

과 인프라를 확대하여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 농업연수원의 담당인

력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이를 추진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농업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인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앞서 제기한 기능 외에도 

농업인력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운 , 농업인력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분석, 농업인력 정보 

생성 및 유통, 농업인력개발 관련 정부 및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별도의 전문 상설기구를 설립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구의 인적구성은 행정인력이 아닌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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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에서는 인

적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2002

년 8월)과 더불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인적자

원개발센터를 설립하여 매년 2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30

여명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34 

3.1.2. On-line 학습 프로그램 개발․운

  개별 농업인 교육․훈련기관에서 Blended Learning 체제를 운 하

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개발과정에서 전문성과 더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On-line 학습 프로그램이 정부 주도로 개발되어야 한

다. 이는 정부가 대학이나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또는 각 농업인 교

육․훈련 기관 그리고 재정 또는 보험 관련 회사, 농업 기계 및 시설 

관련 회사, 종자 및 농약 관련 회사 등 다양한 농업 분야별 기관이 모

두 참여하는 프로그램 공모 과정 또는 우수 프로그램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34 다음 그림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원개발센터 조직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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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내용 중 ① 급변하는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내용, ② 고부

가가치 농업활동과 관련된 내용, ③ 다소 복합적이면서 무언가 선행 

사례가 필요한 내용, ④ 환경규제와 같은 새로운 법적 요구사항과 관

련된 내용, ⑤ 관련 정보가 너무나 급격히 변화하여 무언가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한 내용, ⑥ 복잡한 의사결정 활동이 요구되는 내용, ⑦ 

관련 지식이 매우 전문적인데 관련 전문가가 너무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의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On-line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

다(Zeddcomm 2003).

3.1.3 “농업인 학습포탈(가칭)” 운

  Blended Learning체제에서 On-line 학습 프로그램의 운 에 있어 중

심이 되는 것이 인터넷 사이트 “농업인 학습포탈(가칭)”이다. 여기에 

정부 주도로 개발된 On-line 학습 프로그램이 탑재되고, 각 농업인 교

육․훈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Off-line 학습 프로그램과 현장 학습 프

로그램이 연결되고, 농업인 학습자가 현재의 자기 전문성 수준을 자가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각 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학습 가이드가 

제공되고, 이와 더불어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질의 응답을 통해 

농 활동 컨설팅이 제공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기업체가 비공

개로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운 하고 있는 사이버 인재개발원 사이트

와 노동부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e-Learning 

사이트 ‘e-HRD’가 좋은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1.4. 농업능력표준 개발

  On-line, Off-line, 그리고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각 프로

그램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인력의 전문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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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 규정과 함께 성공하는 농업인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능력이

나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표준화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

다. 대상자에 따른 내용 차별화, 내용의 세분화, 내용간 연계성 증대, 

그리고 추후 내용의 개선 등에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목표 달성 

그리고 추후 농림부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농업인 자격제도는 농

업능력표준의 바탕위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선진 농업국에서는 농업 분야에 이

미 “국가직업능력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을 도입하고 있

고,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일반 직업 교육․훈련 분야에 이미 도입하고 

있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업능력표준은 크게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성이 된

다. 직업기초능력의 경우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 해결능력, 자

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

해능력, 직업윤리 등 범 직업적으로 적용되는 능력으로 이미 국가적으

로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능력표준과 관련하여 개발되

어야 할 부문은 바로 농업 분야 직무수행능력이다. 농업 분야 직무수

행능력은 농작목에 관계없이 농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농업공통직

업능력, 각 작목분야별 필요한 필수농업능력, 그리고 세부 작목별 선

택농업능력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3.1.5. 농업인 컨설팅 및 사후관리 강화

  Blended Learning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도 단기 방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각 교육․훈련 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농

업 분야 대학교수, 연구자, 민간기업인, 농업 관련 직원, 선진농업인 

등을 포괄하는 교육․훈련 전문가 풀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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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프로그램을 통해, 경우에 따라서는 각 기관의 Off-line 프로그

램, 현장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진으로 활약할 전문가 풀 구축은 현재

와 같은 집체식 교육․훈련 체제에서도 매우 필요한 작업이지만 

Blended Learning 체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작업이다. 이들 전문가 

풀이 가동됨으로써 교육․훈련을 하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증 그리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농업인 학습 포탈을 통해 또는 이메일이나 전

화를 통해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즉시 컨설팅 받음으로써 교육의 현장

성 확보와 효과성 확보가 모두 달성됨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농업인

들은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에서 최고의 강사진

으로부터 최적의 교수학습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 

풀 구축에 있어 다른 전문가보다 그 선정과 관리에 있어 관심이 집중

되어야 할 전문가는 선진 농업인들이다.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실행

하고 있는 현장교수제와 같이 농작목별로 각 기관별 인턴제 및 후

견인제 등을 포함한 현장학습에 주도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진농업

인 선정 및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

야 한다.

3.1.6. 농업인력개발 관련 지속적 연구기반 확충

  농업인력 전문성 제고와 관련한 제반 활동들이 장기적인 방향성 아

래 개선되기 위해서는 농업인력개발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가 체계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기본연구, 농

림부 및 지방자체단체의 용역, 농업 관련 재단 및 관련 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 또는 관련학회의 학술대회를 통해 농업인력과 관련한 연구

들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농업인력개발과 관

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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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보니 각 연구의 대안 제시가 반복적이고, 현실적 타당성과 비교

하여 이론적 타당성이 미흡하고, 포괄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갖추지 못

한 측면이 많았다. 따라서 농업인력개발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전문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농업인력개발연구소(가칭)”를 구성․운

하여 농업인 학습관련 기초연구와 다양한 현실 정책방안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3.1.7. 기타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의 Blended Learning 지원

  이밖에 개별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차원의 Blended Learning 운

시 현실적으로 힘든 부문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농업인 교육이력 관

리, 기관 담당인력 전문성 개발, 기관 On-line 교육․훈련 인프라 제공 

등이 있다. 우선 각 기관단위의 교육 이수생들의 교육 이수 실적을 범 

기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시킨 교육이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개별 농업인들의 교육이력의 누적되어 기록됨으로

써 중복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를 피함과 동시에 수준별 교육․

훈련이 가능해진다. 추후 농업인 자격제의 도입은 이와 같은 교육이력

관리 시스템의 구축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밖에도 기관 담당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Blended Learning 운 에 필요한 전문성 개발

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 기관별 On-line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필요

한 기본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활동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3.2. 교육․훈련 기관 차원 Blended Learning 운  방안

  정부 차원의 농업인력개발지원센터 설립과 그에 따른 중앙 차원의 

On-line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지원활동 수행과 더불어, Off-line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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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과 현장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 은 수요자와 가장 접하게 연

계되어 있는 각 교육․훈련 기관이 주가 되어 실시한다. 품목별 또는 

지역별, 또는 귀농인이나 여성농업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특수한 수요

자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턴제, 후견인제는 결국 기관 차원의 Blended 

Learning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교육․훈련 기관은 자체 개발한 Off-line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정부가 주도가 되어 개발․지원하는 On-line 프로그램과 적절히 통합

하여 자체 요구조사 및 기획에 따라 교육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

는 것이다. 

  On-line 학습 프로그램과 Off-line 및 현장 학습 프로그램의 통합하

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그림 5-4>.35 유형 A의 경우 

이론적이고 정형화된 지식 위주의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로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온라인 과정을 진행하면서 정기

적으로 온라인 토론이나 채팅 등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토론이

나 채팅을 통해 온라인 교육에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던 상호작용

을 활성화할 수 있고 또한 강의식 수업을 통해 강사가 직접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에 대한 적용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실제로 학습자들이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학습목표의 달성에 

적합하다. 유형 B의 경우 기본적인 지식의 전달과 이해를 위해서 온

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보다 

고차원적인 수준의 수행이나 태도 혹은 인식의 전환을 통한 변화를 

35 강경종 등(2004)이 제시한 모형을 일부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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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Blended Learning 활용의 3가지 유형 

추구할 때에는 집합교육을 진행하는 형태이다. 이 때는 주로 강사 주

도적인 강의보다는 다양한 학습자 간의 의견 및 사례 공유 논의를 진

행하는 워크숍, 컨퍼런스 등의 교육․훈련이 설계된다. 유형 C는 집합

교육을 통해 이론적 지식의 습득 및 이해, 이론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학습자의 선수 학습 수준이 고르지 못하여 집합교육을 원활하

게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학습 대상자들의 학

습수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집합교육 때 다루었던 학습내용을 온라

인 형태로 개발하여 학습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에게 반복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습이 뛰어난 학습자들은 

심화된 학습과제를 제공하여 개별화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일부 개별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차원에서만 필요한 프로그

램의 경우, 즉 일반 농업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체 회원들만을 

위한 이론 중심의 인성 교육, 리더십 프로그램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

한 방식의 집체적 교육․훈련으로 운 할 수도 있지만, 농업인력개발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On-line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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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개인 회원들

이 집에서 또는 각 기관이 제공하는 강의실에서 공동으로 학습하도록 

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Blended Learning 체제의 정착을 위해 

기관 단위에서는 개별 회원 학습자 단위의 On-line 학습 프로그램 이

수에 필요한 농업인들의 컴퓨터 문해능력 부족 문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Off-line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기본 소양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의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문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종합적 농업인 교육․훈련 

체계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후속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진흥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진단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에 

농촌진흥기관은 제외되었다. 전국적으로 160여개가 넘는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고, 지난 40여 년간 농업인 교육․훈련에 있어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해 왔기에 별도의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더불어 농촌진흥기

관과 공공 농업인 교육․훈련기관 및 민간 농업인 교육․훈련기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도출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 농협 및 품목별 협동조합 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진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연수원 교육․훈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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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중심으로 일부 다루기는 하 지만,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각 지역

단위에서 생산자 단체와 접한 활동을 하고 지역 농협 및 품목별 협

동조합 차원의 각종 교육․훈련 활동은 접근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

서 조합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단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방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농업인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이를 통해 학습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이다. 현재에는 단순 관광형태의 견학 위

주의 비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

반 직업 교육․훈련 분야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

그램을 개발․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의 담당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각 기

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경쟁력은 담당 인력의 전문성에 달려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담당자들이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지

를 진단하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들의 능력 개발 및 교

육․훈련 프로그램 운 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능력중심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체계 또는 농업능력표

준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능력중심으로 이루어지고, Blended 

Learning 체제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 선행조건은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체제 개발 및 농업능력표준의 개발이다. 농작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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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구성하는 세부 능력을 도출하고 이를 프로그램 개발에 연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농업인 교육․훈련을 위한 On-line 프로그램과 Blended 

Learning 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수요자 중

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On-line 프로그램을 포함한 Blended 

Learning 체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재 상황의 

문제점과 기회요인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통

해 구축하고 운 할 것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농업인 개인의 교육이력을 체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가등록제와 관련하

여 농업인 각자가 이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컨설팅 등의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토대로 농업인 자격제

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기관유형별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데 근거가 되는 준거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가 있다. 현재 기관에 관

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관 프로그램 평가 준거를 개선하

고 동시에 평가결과를 각 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 유형별로 차

별화된 프로그램 진단 및 평가 준거를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아홉째,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평가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나 이 연구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이수생들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실시하 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실

제로 교육․훈련 받은 내용을 얼마나 현업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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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농업경 성과는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제 교육․훈련 프로그램

에 시간적, 재정적으로 투입한 자원에 비해 돈으로 환산된 수익은 얼

마나 되는지 등을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교육․훈련 활동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거나 또는 

교육․훈련에 대한 무용론적인 시각에 대한 보다 객관적 반박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열 번째, 농업인의 학습 실태와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아무리 수요자 중심성을 강조하더라도 농업인 교육수

요자 개별의 요구를 모두 다 충족시키는 교육․훈련을 실현하기란 거

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습의 관점에서, 교육․훈련이

나 컨설팅 지원 등의 활동이외에도 농업인들이 평소 자기개발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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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태 조사지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운 하시느라 여러모로 노고가 많

으십니다. 금년 교육․훈련에서도 좋은 성과 거두시실 기원합니다. 

이 조사는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

태를 파악하여 교육․훈련 개선과 관련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것(연구

책임자: 마상진)으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 

자료는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정책에 참고자료가 될 것

이므로 솔직하고도 충실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1. 귀 기관 내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① 가장 핵심적인 활동 역

  ② 가장 핵심적이지는 않지만 독립적인 활동 역의 하나

  ③ 독립적인 활동 역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활동

  ④ 다른 활동 역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적인 활동

  ⑤ 필요와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활동

1-1. 귀 기관 내 농업인 교육․훈련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습니까?

  ①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것은 아님

  ② 전담기관이 있음 

  ③ 전담부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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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 기관 담당자의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개발․운 ․관

리와 관련한 전문성을 평가하면?

  ① 교육․훈련 관련 전공(교육, 심리, 경 학)자로 구성

  ② 농업인 교육․훈련 관련 오랫동안 업무를 담당하여 왔음

  ③ 업무 순환의 일환으로 수시로 담당자가 바뀜

  ④ 기타 (                              )

1-3. 귀 기관의 전담인력은 교육․훈련 이외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

니까?

1-4. 기관의 교육․훈련 운  전반과 관련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은(복수응답

가능)?

  ① 교육․훈련 홍보 부족

  ② 교육․훈련 목표 불명확

  ③ 교육대상자별 수준 고려 부족

  ④ 교육․훈련 내용의 비현실성

  ⑤ 교육․훈련 강사의 자질 부족

  ⑥ 교육․훈련 방법상의 참여(실습)기회 부족

  ⑦ 교육․훈련 장소와 거리 문제

  ⑧ 교육․훈련의 시기와 기간 부적절

  ⑨ 교육․훈련 시설과 장비 낙후

  ⑩ 교육․훈련 평가 방식의 부적절성

  ⑪ 교육․훈련 재정 부족

  ⑫ 교육․훈련 이수에 따른 혜택 미비

  ⑬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체제 미흡

  ⑭ 교육대상자 사전요구조사 체제 미흡

  ⑮ 프로그램 전담인력 부족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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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기획 상에 (신규) 프로그램 개설 분야는 어떻게 결정합니까(복수

응답가능)?

① 예전에 개설하던 분야를 근거로 삼아 기획

② 정부의 정책을 근거로 삼아 기획

③ 기관자체의 기획 회의를 통해 기획

④ 대상자 요구조사 과정을 거쳐 기획

⑤ 기타 (                              )

2-1. 사전 요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내용의 범위는(복수응답가능)?

  ① 교육내용 ② 교육수준

  ③ 교육방법 ④ 교육시기

  ⑤ 교육시간 ⑥ 교육장소

  ⑦ 교육기간동안의 지원사항 ⑧ 기타(          ) 

2-2. 사전 요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① 설문조사 ② 전화조사

  ③ 간담회 ④ 기타(           ) 

3. 각 프로그램별 세부 교육목적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①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

② 기관의 사업 목적에 비추어 설정

③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고, 각 해당 강사가 알아서 결정

④ 각 프로그램의 강좌 교육내용을 요약하여 설정

⑤ 각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능력 규정

⑥ 기타 (                              )

4. 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교육내용 선정․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

수응답가능)?

① 예년의 교육내용에 기반하여 선정

②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 다름

③ 기관에서 개괄적으로 선정한 내용 역에 의거하여 전적으로 강사가 알

아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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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구체적인 교수 요목에 의거하여 강사가 선정

⑤ 사전 요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아

⑥ 이수자 대상 평가자료를 근거로 삼아

⑦ 선도 농업인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에 근거로 내용 선정

⑧ 기타 (                              )

4-1. 현재 귀 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농계획(경 목표설정/시장조사)

  ② 사업기반조성(자금확보/인허가/재해보험)

  ③ 경 관리(의사결정/ 농활동기록/부채관리)

  ④ 정보획득(최신생산․유통동향/경 기법 파악)

  ⑤ 가족과의 관계, 여가생활, 지역사회리더십

  ⑥ 농일손관리

  ⑦ 농기계 및 농장시설 관리

  ⑧ 토양관리/병충해관리/재해관리

  ⑨ 가축사육기술

  ⑩ 작물재배기술

  ⑪ 마케팅

  ⑫ 사업검토/재계획

5. 교육시간 및 시기, 교육장소 및 시설의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가능)?

① 기존에 하던 방식을 근거로 삼아

② 프로그램 목적이나 내용 특성에 기반하여

③ 사전 요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아

④ 이수자 대상 평가 자료를 근거로 삼아

⑤ 기관의 가용자원(강사, 교육장소, 예산)을 근거로 삼아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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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귀 기관의 프로그램들의 대체로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집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강의실

  ② 실험․실습실

  ③ 교육 관련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

  ④ 기타 (                              )

6. 강사진 결정(확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복수응답가능)?

① 기존 강사진들 활용

② 프로그램 목적과 내용 특성에 기반하여

③ 사전 요구조사를 근거로 삼아

④ 이수자 대상 평가 자료를 근거로 삼아

⑤ 기관의 가용자원(시간, 장소, 시설, 예산)을 근거로 삼아

⑥ 기타 (                              )

6-1. 각 프로그램들의 강사는 대체로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는가 (복수응답

가능)?

  ① 교수 ② 연구자

  ③ 민간전문가 ④ 농업 행정공무원

  ⑤ 지도/기술직 공무원 ⑥ 교사

  ⑦ 기업인 ⑧ 선진농업인

  ⑨ 기타 (                              )

7. 프로그램을 교육대상자들에게 홍보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

능)?

① 신문이나 방송 ② 인터넷 / 이메일 

③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④ 우편 발송된 홍보물

⑤ 농업관련기관 (공문) ⑥ 기타 (          )

8. 프로그램 운 과 관련한 재원은?

① 정부보조 (    )% ② 수강료 (    )%

③ 자체예산 (    )% ④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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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프로그램 참가자의 교육․훈련 비용 부담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① 전액 이수자부담     ② 일부지원     ③ 전액무료

8-2.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 을 위한 교육․훈련 재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면?

  ① 매우부족  ② 다소부족  ③ 그저그렇다  ④ 충분한편  ⑤ 매우충분

9. 각 강좌의 교수학습방식은 어떻게 결정하는가(복수응답가능)?

① 강사가 전적으로 알아서 결정

② 기관이 자체 개발한 구체적인 교수 요목에 기반하여 결정

③ 사전 요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아 결정

④ 가용자원(시간, 장소 및 시설, 예산(강사료))에 근거

⑤ 기타 (                              )

9-1. 프로그램별 각 강좌의 교수학습방식은 대체로 어떻습니까(복수응답가능)?

  ① 인터넷 수업 ② 강의

  ③ 토의․사례발표 ④ 실험․실습

  ⑤ 현장견학 ⑥ 인턴십(체험식)

  ⑦ 기타 (                      )

10. 프로그램별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복수응답가능)?

①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②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③ 학업성취도 시험

④ 개별 및 조별 과제 발표

⑤ 농실행계획(Action-Plan) 작성

⑥ 농현장에서의 적용여부 추적조사

⑦ 기타 (                              )

10-1. 이수자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내용은(복수응답가능)?

  ① 교육내용 ② 교육방법

  ③ 강사 ④ 교육시간대

  ⑤ 교육장소 ⑥ 교육시설

  ⑦ 교육지원 ⑧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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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는 어떻게 활용합니까(복수응답가능)?

  ① 차기 교육 강사 섭외(결정)시 활용

  ② 차기 교육내용 기획시 활용

  ③ 차기 교육방법 기획시 활용

  ④ 차기 교육장소 및 시간대 기획시 활용

  ⑤ 각 담당강사에게 피드백(차기 교육계획시 참조자료 제공)

  ⑥ 기타 (                              )

11. 교육이수생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이수생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는 없음

② 이수생 주소 DB 작성․관리

③ 기관홈페이지에 이수자전용 게시판 운

④ 이메일(뉴스레터)를 통해 추가 정보 제공

⑤ 이수생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

⑥ 이수생들에 대한 농 컨설팅 지원

⑦ 기타 (                              )

12. 농업인 교육․훈련 내용 중 이론 위주의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

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① 매우필요   ② 필요한 편   ③ 그저그렇다   ④ 불필요   ⑤ 전혀 불필요

13. 농업 교육․훈련 이수 실적 및 수준에 따라 농수준 및 자격을 인정하고, 

이 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농업인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선생님의 생

각은?

① 매우필요   ② 필요한 편   ③ 그저그렇다   ④ 불필요   ⑤ 전혀 불필요

14.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과 관련 정책적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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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요구 조사지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활동에 종사하시

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농사에 좋은 성과 거두시실 기원합니다. 

이 조사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농업인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분

석하기 위한 것(연구책임자: 마상진)으로 연구 목적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앞으로 농업인 교육․훈련 정책에 참고

자료가 될 것이므로 충실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일반사항]
1. 선생님의 성별? ① 여 ② 남

2. 선생님의 연세는? (    )세  

3. 선생님은 부모님의 농을 승계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1. 처음 농에 종사하기 시작한 시기는?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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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실태]
4. 선생님 농작목 중 연간 판매 금액이 많은 농산물은? 

  (                )

4-1. 상기 농산물의 연간 총 판매금액은? 대략 (       )만원

4-2. 상기 농산물의 재배규모(사육두수)는?

 ∙작물인 경우:     평

 ∙가축인 경우:     마리

5. 다른 농민과 비교할 때 선생님의 농업경 능력 수준을 대략적으로 

평가한다면?

① 매우낮다 ② 낮은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높은편이다 ⑤ 매우높다

5-1. 다른 농민과 비교할 때 선생님의 작물생산(가축사육) 기술과 지식 

수준을 대략적으로 평가한다면?

  ① 매우낮다 ② 낮은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높은편이다 ⑤ 매우높다

5-2. 다른 농민과 비교할 때 선생님의 농기반규모를 대략적으로 평가한다

면?

  ① 매우낮다 ② 낮은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높은편이다 ⑤ 매우높다

5-3. 다른 농민과 비교할 때 선생님의 농산물 판매액 규모를 대략적으로 평

가하면?

  ① 매우낮다 ② 낮은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높은편이다 ⑤ 매우높다

[농업인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요구] 해당사항은 모두 표기
6. 선생님이 평소 농업을 하시면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야는?

① 농계획 ② 사업기반조성

③ 경 관리 ④ 정보획득

⑤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유지 ⑥ 농일손관리

⑦ 농기계 및 농장시설 관리 ⑧ 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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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축사육기술 ⑩ 작물재배기술

⑪ 마케팅 ⑫ 사업검토 및 재계획

⑬ 기타 (                            )

6-1. 농계획, 사업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

[ 농계획 분야]

(  )사업목표 설정

(  )시장 조사

(  )토지 취득(임차, 매입)

(  )생산․유통․재정 계획 수립

(  )법적 요구사항 조사

(  )토지이용계획 수립

[사업기반조성 분야]

(  )사업형태(독농가,협동농, 농기업, 

농조합)선택

(  )신용 및 자금 확보

(  )인허가 및 자격 확보

(  )농작물/농장시설 재해 보험

(  )회계장부/ 농활동 기록체제 구비

6-2. 경 관리, 정보획득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경 관리 분야]

(  )판매대금 회수

(  )회계장부 기입 및 각종 

비용(세금)지불

(  )경 자금 흐름 파악

(  )신속한 의사결정

(  ) 농활동(재정, 생산, 판매) 기록

(  )부채 관리

[정보획득 분야]

(  )최신 생산․유통 동향 파악

(  )최신 경 기법 파악

(  )세미나․워크숍․교육 참가

(  )선진농가(외국포함) 연수

(  ) 농상담자 확보

(  ) 농서적․잡지 구독

(  )인터넷 활용

6-3.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농일손관리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분야]

(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 확보

(  )이웃과의 관계 수립

(  )지역사회․농민 단체활동 참가

[ 농일손관리 분야]

(  )계절별 농일손 수급 계획

(  )각종 농안전사고 대비

(  )농가인력(종업원) 교육․훈련 및 감독

(  )노동(종업원) 사용 관련 규약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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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농기계/농장시설 관리, 생산관리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부족하다고 느

끼는 분야는?

[농기계 및 농장시설 관리 분야]

(  )농기계/시설 사용(임차)계획

(  )신 농기계 구입 및 주문 제작

(  )농기계 사용․유지․보수

(  )농장시설(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등) 설치

(  )농장시설 사용․유지․보수

[생산관리 분야]

(  )토지 비옥도 관리

(  )병충해 관리

(  )자연재해(태풍, 가뭄) 대비

(  )생산활동의 환경 향 점검

6-5. 가축사육, 작물재배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가축사육 분야]

(  )초지(사료수급) 관리

(  )가축 사양(사료 및 양 공급 등)

(  )가축위생 관리

(  )착유․도축․가공

(  )축분 관리

[작물재배 분야]

(  )작물생산 계획

(  )농기구 안전조작

(  )파종, 육묘 및 수확

(  )수확후 처리 및 저장

6-6. 마케팅, 사업검토 및 재계획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마케팅 분야]

(  )마케팅 전략 선택

(  )농산물 홍보수단 활용

(  )경쟁자․시장변화 파악

(  )급격한 시장변화 대응

(  )농축산물 판매

[사업검토 및 재계획 분야]

(  )재정 지표 및 세금 보고서 준비

(  ) 농자료 검토․분석

(  ) 농계획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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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요구] 해당사항은 모두 표기
7. 선생님께서 선호하는 교수학습 방법은?

[인원규모]

(  )개별

(  )소규모

(  )대규모

[교육참여방법]

(  )인터넷 (  )강의식

(  )견학식 (  )토론식

(  )실험/실습식 (  )체험(도제)식

7-1. 교육․훈련시 대상자별 세분화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은? 

  ① 농작목 ② 성별

  ③ 농경력 ④ 경 수준

8. 농업인 교육․훈련 강사의 자질과 관련하여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

각하시는 것은?

① 농업분야 전문 지식

② 농업현실과 농업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③ 농업 현장에서의 실제 성공 경험

④ 기타 (                              )

9. 농업인 교육․훈련 시설과 관련하여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① 첨단 교육장비와 시설을 갖춘 장소

② 최신 농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

③ 현장사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

④ 기타 (                              )

10. 선생님이 선호하시는 농 교육․훈련 평가 방식은?

① 교육 소감문(만족도) 작성

② 학업성취도 시험 실시

③ 실습평가

④ 개인과제이수 및 발표 실시

⑤ 조별과제이수 및 발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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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실행계획(Action-Plan) 작성

⑦ 기타 (                              )

11. 선생님께서 참가 가능한 교육․훈련 시기와 기간은?

∙년중시간대: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⑤ 상관없음

∙하루교육시간: ① 2시간이하 ② 3-4시간 ③ 5-6시간 ④ 8시간

∙교육기간:① 1일미만 ② 2-3일 ③ 1주일정도 

④ 한달정도      ⑤ 장기간(3개월 이상)

[교육 ․ 훈련 지원에 대한 요구] 
12. 지금까지 받아본 농 교육․훈련이 실제 농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① 매우도움           ② 도움준편           ③ 그저그렇다 

④ 별로도움안됨       ⑤ 전혀도움안됨

12-1. 평소 자주 활용하는 농 교육․훈련 주체는?

  ① 농협(연수원)

  ② 품목 농조합

  ③ 농민단체

  ④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⑤ 품목별 단체

  ⑥ 공공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예: 농업연수원)

  ⑦ 농업계 대학

  ⑧ 기타 (                         )

12-2. 지금까지 받아본 농 교육․훈련에 대하여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되

는 점은?(해당사항 모두 표기)

  ① 교육․훈련 홍보 부족

  ② 교육․훈련 목표 불명확

  ③ 교육대상자별 수준 고려 부족

  ④ 교육․훈련 내용의 비현실성

  ⑤ 교육․훈련 강사의 자질 부족

  ⑥ 교육․훈련 방법상의 참여(실습)기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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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교육․훈련 장소와 거리 문제

  ⑧ 교육․훈련의 시기와 기간 부적절

  ⑨ 교육․훈련 시설과 장비 낙후

  ⑩ 교육․훈련 평가 방식의 부적절성

  ⑪ 교육․훈련 재정 부족

  ⑫ 교육․훈련 이수에 따른 혜택 미비

  ⑬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체제 미흡

  ⑭ 교육대상자 사전요구조사 체제 미흡

  ⑮ 기관의 운 미숙(전문성 부족)

   기타 (                              )

13 선생님은 교육․훈련에 대한 정보는 무엇을 통해 얻으십니까(해당사항 모

두 표기)?

① 신문이나 방송 ② 인터넷이나 이메일

③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 ④ 우편 발송된 홍보물

⑤ 농업관련기관 공무원 ⑥ 다른 농민

⑦ 기타 (                              )

14. 교육․훈련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선생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방법은?

① 교육내용만 좋으면 전액자비 부담 가능 

② 교육비 일부지원  

③ 무조건 전액지원 

15. 농업 교육․훈련 후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해당사항 모두 표기)?

① 관련 교육․훈련 정보의 제공

② 관련 농정보 제공

③ 관련 후속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④ 프로그램 이수자 및 강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⑤ 연계된 농컨설팅 제공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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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인식]
16-1. 농업인 교육․훈련 내용 중 이론 위주의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

인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① 매우필요  ② 필요한 편  ③ 그저그렇다  ④ 불필요  ⑤ 전혀 불필요

16-2. 선진농가에서 인턴제 형태로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훈련에 대한 선

생님의 생각은? 

  ① 매우필요  ② 필요한 편  ③ 그저그렇다  ④ 불필요  ⑤ 전혀 불필요

16-3. 농업 교육․훈련 이수 실적 및 수준에 따라 농수준 및 자격을 인정

하고, 이 자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농업인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선

생님의 생각은?

  ① 매우필요  ② 필요한 편  ③ 그저그렇다  ④ 불필요  ⑤ 전혀 불필요

16-4. 농경험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안정적 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 농업인, 대학교수 등을 후견인으로 선정하여 신규 농업인에 대해 

전담하도록 하고 기술․경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후견인제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① 매우필요  ② 필요한 편  ③ 그저그렇다  ④ 불필요  ⑤ 전혀 불필요

17.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현재 보다 좀 더 개선되기 위해 필요한 정

책적 접근과 관련한 선생님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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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조사 대상 농업인 특성
36

부표 3-1. 성별

성별
농작목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여성
31 11 13 8 18 81

(10.1%) (10.8%) (9.5%) (22.9%) (30.0%) (12.6%)

남성
276 91 124 27 42 560

(89.9%) (89.2%) (90.5%) (77.1%) (70.0%) (87.4%)

전체
307 102 137 35 60 6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안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전체) 대비 백분율임

부표 3-2. 연령대

연령
농작목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21∼39세
15 7 6 3 4 35

(4.9%) (6.7%) (4.3%) (8.3%) (6.7%) (5.4%)

40∼49세
83 31 47 18 30 209

(26.9%) (29.8%) (34.1%) (50.0%) (50.0%) (32.3%)

50∼59세
55 21 35 7 16 134

(17.8%) (20.2%) (25.4%) (19.4%) (26.7%) (20.7%)

60세이상
156 45 50 8 10 269

(50.5%) (43.3%) (36.2%) (22.2%) (16.7%) (41.6%)
* (  )안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36 자신의 농작목을 응답하지 않은 사례는 교차표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으므

로, 실제 개인특성별 전체 응답자 수와 교차표 상의 각 변인별 전체 응답자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65

부표 3-3. 농경력

농경력
농작목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10년 이하
9 1 6 3 1 20

(2.9%) (1.0%) (4.6%) (8.3%) (1.7%) (3.2%)

11∼20년
41 20 24 7 15 107

(13.4%) (19.8%) (18.3%) (19.4%) (25.9%) (16.9%)

21∼30년
68 30 43 16 24 181

(22.2%) (29.7%) (32.8%) (44.4%) (41.4%) (28.6%)

31년 이상
188 50 58 10 18 324

(61.4%) (49.5%) (44.3%) (27.8%) (31.0%) (51.3%)
* (  )안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3-4. 경 승계 여부

경 승계 여부
농작목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경 승계
261 87 116 26 47 537

(87.0%) (85.3%) (84.1%) (72.2%) (78.3%) (84.4%)

창업
39 15 22 10 13 99

(13.0%) (14.7%) (15.9%) (27.8%) (21.7%) (15.6%)
* (  )안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3-5. 학력

학력
농작목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중졸이하
118 25 42 12 16 213

(39.6%) (24.3%) (31.8%) (36.4%) (27.1%) (34.1%)

고졸
162 63 70 19 34 348

(54.4%) (61.2%) (53.0%) (57.6%) (57.6%) (55.7%)

대졸
16 13 20 2 9 60

(5.4%) (12.6%) (15.2%) (6.1%) (15.3%) (9.6%)

대학원졸
2 2 0 0 0 4

(0.7%) (1.9%) (0.0%) (0.0%) (0.0%) (0.6%)
* (  )안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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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6. 경 능력수준

경 능력수준

(주관적 판단)

농작목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매우낮다
8 0 2 0 1 11

(2.6%) (0.0%) (1.5%) (0.0%) (1.7%) (1.7%)

낮은편이다
42 6 22 5 2 77

(13.7%) (5.7%) (16.1%) (14.3%) (3.4%) (12.0%)

보통이다
149 57 76 22 29 333

(48.7%) (54.3%) (55.5%) (62.9%) (50.0%) (52.0%)

높은편이다
100 42 35 6 23 206

(32.7%) (40.0%) (25.5%) (17.1%) (39.7%) (32.1%)

매우높다
7 0 2 2 3 14

(2.3%) (0.0%) (1.5%) (5.7%) (5.2%) (2.2%)
* (  )안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3-7. 생산기술수준

생산기술수준

(주관적 판단)

농작목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매우낮다
4 0 2 1 0 7

(1.4%) (0.0%) (1.5%) (2.9%) (0.0%) (1.1%)

낮은편이다
31 7 10 0 4 52

(10.6%) (6.8%) (7.5%) (0.0%) (6.8%) (8.3%)

보통이다
142 42 72 21 30 307

(48.5%) (40.8%) (53.7%) (60.0%) (50.8%) (49.2%)

높은편이다
111 51 47 10 23 242

(37.9%) (49.5%) (35.1%) (28.6%) (39.0%) (38.8%)

매우높다
5 3 3 3 2 16

(1.7%) (2.9%) (2.2%) (8.6%) (3.4%) (2.6%)
* (  )안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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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8. 농산물판매액 수준

판매액 규모

(주관적 판단)

농작목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매우낮다
20 2 6 2 1 31

(6.6%) (1.9%) (4.5%) (5.7%) (1.7%) (4.9%)

낮은편이다
67 9 32 3 9 120

(22.0%) (8.7%) (23.9%) (8.6%) (15.5%) (18.9%)

보통이다
148 60 64 22 32 326

(48.7%) (57.7%) (47.8%) (62.9%) (55.2%) (51.3%)

높은편이다
63 32 29 7 16 147

(20.7%) (30.8%) (21.6%) (20.0%) (27.6%) (23.1%)

매우높다
6 1 3 1 0 11

(2.0%) (1.0%) (2.2%) (2.9%) (0.0%) (1.7%)
* (  )안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3-9. 농기반 수준

농 기반

(주관적 판단)

농작목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매우낮다
22 4 3 2 0 31

(7.4%) (3.9%) (2.2%) (6.7%) (0.0%) (5.0%)

낮은편이다
78 15 29 4 4 130

(26.3%) (14.6%) (21.6%) (13.3%) (7.1%) (21.0%)

보통이다
142 61 73 16 35 327

(47.8%) (59.2%) (54.5%) (53.3%) (62.5%) (52.7%)

높은편이다
52 23 28 6 17 126

(17.5%) (22.3%) (20.9%) (20.0%) (30.4%) (20.3%)

매우높다
3 0 1 2 0 6

(1.0%) (0.0%) (0.7%) (6.7%) (0.0%) (1.0%)
* (  )안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168

부표 3-10. 농 기반(토지)

농 기반(토지)
농작목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1000평이하
11 5 19 6 0 41

(3.8%) (5.1%) (15.3%) (18.8%) (0.0%) (7.2%)

1000∼3000평
61 26 50 8 7 152

(21.0%) (26.5%) (40.3%) (25.0%) (25.0%) (26.5%)

3000∼5000평
58 27 23 8 4 120

(19.9%) (27.6%) (18.5%) (25.0%) (14.3%) (20.9%)

5000∼10000평
91 29 20 5 8 153

(31.3%) (29.6%) (16.1%) (15.6%) (28.6%) (26.7%)

10000평이상
70 11 12 5 9 107

(24.1%) (11.2%) (9.7%) (15.6%) (32.1%) (18.7%)
* (  )안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3-11. 농산물 판매액

농산물판매액
농작목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1000만원이하
129 17 41 2 2 191

(43.0%) (16.5%) (30.4%) (7.1%) (3.9%) (31.0%)

1000∼3000만원
114 45 57 11 14 241

(38.0%) (43.7%) (42.2%) (39.3%) (27.5%) (39.1%)

3000∼5000만원
33 20 22 8 13 96

(11.0%) (19.4%) (16.3%) (28.6%) (25.5%) (15.6%)

5000만원이상
24 21 15 7 22 89

(8.0%) (20.4%) (11.1%) (25.0%) (43.1%) (14.4%)
* (  )안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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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농업인 특성별 요구 조사결과

부표 4-1.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요구: 업무 역 

업무 역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농계획 67 16 32 5 5 37 57 36 5 30 28 77 20 121 141
(22.6%) (15.8%) (23.2%) (13.9%) (8.5%) (25.9%) (18.4%) (16.6%) (20%) (25.9%) (13%) (21.3%) (21.5%) (19.1%) (19.4%)

사업기반조성
91 29 44 14 22 43 98 69 8 42 82 98 21 207 228

(30.7%) (28.7%) (31.9%) (38.9%) (37.3%) (30.1%) (31.7%) (31.8%) (32%) (36.2%) (38%) (27.1%) (22.6%) (32.7%) (31.4%)

경 관리
91 23 27 8 14 39 84 53 7 34 58 98 22 173 195

(30.7%) (22.8%) (19.6%) (22.2%) (23.7%) (27.3%) (27.2%) (24.4%) (28%) (29.3%) (26.9%) (27.1%) (23.7%) (27.3%) (26.9%)

정보획득
96 35 51 11 16 49 99 77 6 43 67 127 29 213 242

(32.4%) (34.7%) (37%) (30.6%) (27.1%) (34.3%) (32%) (35.5%) (24%) (37.1%) (31%) (35.2%) (31.2%) (33.6%) (33.3%)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

41 7 17 3 4 18 33 24 3 12 22 45 13 71 84
(13.9%) (6.9%) (12.3%) (8.3%) (6.8%) (12.6%) (10.7%) (11.1%) (12%) (10.3%) (10.2%) (12.5%) (14%) (11.2%) (11.6%)

농일손관리 118 48 59 17 20 60 127 89 11 35 82 173 35 264 299
(39.9%) (47.5%) (42.8%) (47.2%) (33.9%) (42%) (41.1%) (41%) (44%) (30.2%) (38%) (47.9%) (37.6%) (41.7%) (41.2%)

농기계/시설관리 102 30 44 16 17 57 101 67 6 24 58 152 22 219 241
(34.5%) (29.7%) (31.9%) (44.4%) (28.8%) (39.9%) (32.7%) (30.9%) (24%) (20.7%) (26.9%) (42.1%) (23.7%) (34.6%) (33.2%)

생산관리 55 25 25 7 12 32 58 35 2 25 37 75 17 121 138
(18.6%) (24.8%) (18.1%) (19.4%) (20.3%) (22.4%) (18.8%) (16.1%) (8%) (21.6%) (17.1%) (20.8%) (18.3%) (19.1%) (19%)

가축사육 기술 44 7 8 2 26 21 42 26 3 8 24 60 15 79 94
(14.9%) (6.9%) (5.8%) (5.6%) (44.1%) (14.7%) (13.6%) (12%) (12%) (6.9%) (11.1%) (16.6%) (16.1%) (12.5%) (12.9%)

작물재배 기술 91 34 46 10 4 54 94 54 5 32 48 134 21 194 215
(30.7%) (33.7%) (33.3%) (27.8%) (6.8%) (37.8%) (30.4%) (24.9%) (20%) (27.6%) (22.2%) (37.1%) (22.6%) (30.6%) (29.6%)

마케팅
86 41 45 8 21 28 91 91 7 46 90 76 30 192 222

(29.1%) (40.6%) (32.6%) (22.2%) (35.6%) (19.6%) (29.4%) (41.9%) (28%) (39.7%) (41.7%) (21.1%) (32.3%) (30.3%) (30.6%)

사업검토 및 재계획
49 21 22 3 12 14 48 49 6 15 44 55 13 109 122

(16.6%) (20.8%) (15.9%) (8.3%) (20.3%) (9.8%) (15.5%) (22.6%) (24%) (12.9%) (20.4%) (15.2%) (14%) (17.2%) (16.8%)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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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2.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요구: 작업 역( 농계획) 

작업 역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사업목표설정 61 17 24 7 7 39 52 31 4 19 24 83 16 116 132
(22.2%) (18.9%) (20.2%) (22.6%) (13.5%) (31%) (18.8%) (15.7%) (17.4%) (17.4%) (12.6%) (25.2%) (19%) (20.2%) (20.1%)

시장조사 113 48 58 11 15 58 110 87 9 43 69 151 26 249 275
(41.1%) (53.3%) (48.7%) (35.5%) (28.8%) (46%) (39.7%) (44.2%) (39.1%) (39.4%) (36.1%) (45.9%) (31%) (43.4%) (41.8%)

토지취득(임차, 매입) 103 16 34 7 19 42 87 54 9 39 69 86 23 182 205
(37.5%) (17.8%) (28.6%) (22.6%) (36.5%) (33.3%) (31.4%) (27.4%) (39.1%) (35.8%) (36.1%) (26.1%) (27.4%) (31.7%) (31.2%)

생산․유통․재정
계획 수립

132 52 58 18 24 51 145 97 10 56 94 164 40 284 324
(48%) (57.8%) (48.7%) (58.1%) (46.2%) (40.5%) (52.3%) (49.2%) (43.5%) (51.4%) (49.2%) (49.8%) (47.6%) (49.5%) (49.2%)

법적 요구사항 조사 48 12 19 5 9 24 45 27 2 16 23 64 13 90 103
(17.5%) (13.3%) (16%) (16.1%) (17.3%) (19%) (16.2%) (13.7%) (8.7%) (14.7%) (12%) (19.5%) (15.5%) (15.7%) (15.7%)

토지 이용계획 수립 42 8 13 6 9 20 42 21 4 11 23 60 11 84 95
(15.3%) (8.9%) (10.9%) (19.4%) (17.3%) (15.9%) (15.2%) (10.7%) (17.4%) (10.1%) (12%) (18.2%) (13.1%) (14.6%) (14.4%)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4-3.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요구: 작업 역(사업기반조성) 

작업 역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사업형태 선택 75 26 27 7 12 36 83 36 8 20 43 98 21 148 169
(29.1%) (29.5%) (22.9%) (25%) (25.5%) (31.9%) (30.4%) (19.8%) (38.1%) (19.6%) (23.5%) (32.1%) (30.4%) (26.9%) (27.3%)

신용 및 자금확보 90 30 54 14 18 51 110 59 10 58 65 104 31 207 238
(34.9%) (34.1%) (45.8%) (50%) (38.3%) (45.1%) (40.3%) (32.4%) (47.6%) (56.9%) (35.5%) (34.1%) (44.9%) (37.6%) (38.4%)

인허가 및 자격 확보 60 17 21 3 10 32 54 32 4 24 24 72 12 116 128
(23.3%) (19.3%) (17.8%) (10.7%) (21.3%) (28.3%) (19.8%) (17.6%) (19%) (23.5%) (13.1%) (23.6%) (17.4%) (21.1%) (20.6%)

농작물/농장시설
재해보험

120 43 55 7 19 53 109 89 6 33 82 151 24 248 272
(46.5%) (48.9%) (46.6%) (25%) (40.4%) (46.9%) (39.9%) (48.9%) (28.6%) (32.4%) (44.8%) (49.5%) (34.8%) (45%) (43.9%)

회계장부 및 농활동
기록 체제

61 16 23 10 12 23 52 51 3 29 43 63 15 121 136
(23.6%) (18.2%) (19.5%) (35.7%) (25.5%) (20.4%) (19%) (28%) (14.3%) (28.4%) (23.5%) (20.7%) (21.7%) (22%) (21.9%)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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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4.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요구: 작업 역(경 관리) 

작업 역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판매대금 회수 27
(10%)

5
(6%)

4
(3.5%)

4
(12.9%)

5
(9.6%)

13
(10.6%)

23
(8.4%)

14
(7.7%)

2
(9.5%)

11
(10.6%)

16
(8.6%)

29
(9.1%)

9
(11.3%)

48
(8.6%)

57
(8.9%)

회계장부 기입 및 각
종 비용 지불

76
(28.3%)

17
(20.5%)

26
(22.8%)

6
(19.4%)

13
(25%)

27
(22%)

72
(26.2%)

40
(21.9%)

5
(23.8%)

27
(26%)

54
(28.9%)

69
(21.7%)

21
(26.3%)

134
(24.1%)

155
(24.3%)

경 자금 흐름 파악 96
(35.7%)

30
(36.1%)

40
(35.1%)

13
(41.9%)

15
(28.8%)

51
(41.5%)

93
(33.8%)

64
(35%)

7
(33.3%)

35
(33.7%)

67
(35.8%)

116
(36.5%)

23
(28.8%)

204
(36.6%)

227
(35.6%)

신속한 의사결정 48
(17.8%)

11
(13.3%)

15
(13.2%)

1
(3.2%)

8
(15.4%)

23
(18.7%)

38
(13.8%)

23
(12.6%)

5
(23.8%)

9
(8.7%)

19
(10.2%)

64
(20.1%)

13
(16.3%)

81
(14.5%)

94
(14.8%)

농활동 기록 100
(37.2%)

30
(36.1%)

48
(42.1%)

10
(32.3%)

27
(51.9%)

42
(34.1%)

109
(39.6%)

66
(36.1%)

6
(28.6%)

48
(46.2%)

60
(32.1%)

123
(38.7%)

31
(38.8%)

212
(38.1%)

243
(38.1%)

부채 관리 95
(35.3%)

26
(31.3%)

47
(41.2%)

11
(35.5%)

13
(25%)

40
(32.5%)

96
(34.9%)

62
(33.9%)

7
(33.3%)

42
(40.4%)

69
(36.9%)

98
(30.8%)

28
(35%)

187
(33.6%)

215
(33.8%)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4-5.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요구: 작업 역(정보획득) 

작업 역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최신 생산․유통 동향 
파악

140
(52.6%)

48
(50%)

67
(54.9%)

14
(43.8%)

21
(39.6%)

64
(51.6%)

147
(52.7%)

89
(44.3%)

10
(45.5%)

59
(55.1%)

91
(46.2%)

170
(51.8%)

38
(46.3%)

290
(50.2%)

328
(49.7%)

최신 경 기법 파악 80
(30.1%)

28
(29.2%)

34
(27.9%)

8
(25%)

14
(26.4%)

42
(33.9%)

83
(29.7%)

49
(24.4%)

5
(22.7%)

35
(32.7%)

53
(26.9%)

99
(30.2%)

18
(22%)

174
(30.1%)

192
(29.1%)

세미나․워크숍․교
육 참가

57
(21.4%)

14
(14.6%)

19
(15.6%)

5
(15.6%)

10
(18.9%)

33
(26.6%)

36
(12.9%)

37
(18.4%)

3
(13.6%)

12
(11.2%)

32
(16.2%)

69
(21%)

14
(17.1%)

100
(17.3%)

114
(17.3%)

선진농가 연수 115
(43.2%)

33
(34.4%)

49
(40.2%)

11
(34.4%)

18
(34%)

50
(40.3%)

93
(33.3%)

96
(47.8%)

5
(22.7%)

38
(35.5%)

82
(41.6%)

133
(40.5%)

25
(30.5%)

232
(40.1%)

257
(38.9%)

농상담자 확보 38
(14.3%)

17
(17.7%)

16
(13.1%)

4
(12.5%)

4
(7.5%)

23
(18.5%)

43
(15.4%)

25
(12.4%)

5
(22.7%)

17
(15.9%)

22
(11.2%)

56
(17.1%)

15
(18.3%)

82
(14.2%)

97
(14.7%)

농서적․잡지 구독 32
(12%)

6
(6.3%)

13
(10.7%)

7
(21.9%)

6
(11.3%)

14
(11.3%)

34
(12.2%)

19
(9.5%)

2
(9.1%)

8
(7.5%)

15
(7.6%)

50
(15.2%)

8
(9.8%)

69
(11.9%)

77
(11.7%)

인터넷 활용 74
(27.8%)

31
(32.3%)

32
(26.2%)

10
(31.3%)

18
(34%)

26
(21%)

78
(28%)

68
(33.8%)

1
(4.5%)

31
(29%)

63
(32%)

90
(27.4%)

22
(26.8%)

167
(28.9%)

189
(28.6%)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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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6.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요구: 작업 역(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유지) 

작업 역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 확보

139 55 70 23 29 66 155 114 16 65 107 172 53 310 363
(53.3%) (66.3%) (60.3%) (71.9%) (55.8%) (52.8%) (57.2%) (63.3%) (72.7%) (63.7%) (60.1%) (53.9%) (65.4%) (56.5%) (57.6%)

이웃과의 관계 수립 49 19 20 8 11 37 53 29 5 6 27 80 9 111 120
(18.8%) (22.9%) (17.2%) (25%) (21.2%) (29.6%) (19.6%) (16.1%) (22.7%) (5.9%) (15.2%) (25.1%) (11.1%) (20.2%) (19%)

지역사회․농민 단체
활동 참가

118 31 53 9 20 55 113 67 7 38 68 149 33 229 262
(45.2%) (37.3%) (45.7%) (28.1%) (38.5%) (44%) (41.7%) (37.2%) (31.8%) (37.3%) (38.2%) (46.7%) (40.7%) (41.7%) (41.6%)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4-7.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요구: 작업 역( 농일손관리) 

작업 역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계절별 농일손 
수급 계획

166 64 85 22 36 78 187 121 14 68 122 209 49 370 419
(63.6%) (75.3%) (67.5%) (71%) (75%) (63.9%) (68.2%) (66.1%) (58.3%) (66.7%) (67.4%) (65.5%) (65.3%) (66.4%) (66.3%)

각종 농안전사고
 대비

78 20 34 10 8 43 64 54 4 25 40 106 17 155 172
(29.9%) (23.5%) (27%) (32.3%) (16.7%) (35.2%) (23.4%) (29.5%) (16.7%) (24.5%) (22.1%) (33.2%) (22.7%) (27.8%) (27.2%)

농가인력(종업원) 
교육․훈련 및 감독

66 13 25 8 12 35 59 31 7 21 43 73 18 120 138
(25.3%) (15.3%) (19.8%) (25.8%) (25%) (28.7%) (21.5%) (16.9%) (29.2%) (20.6%) (23.8%) (22.9%) (24%) (21.5%) (21.8%)

노동 사용 관련 규약 
준수

39 7 14 3 3 15 33 23 2 16 17 44 7 71 78
(14.9%) (8.2%) (11.1%) (9.7%) (6.3%) (12.3%) (12%) (12.6%) (8.3%) (15.7%) (9.4%) (13.8%) (9.3%) (12.7%) (12.3%)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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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8.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요구: 작업 역(농기계/시설관리) 

작업 역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농기계/시설 사용(임
차) 계획

71 17 27 8 9 35 61 43 6 21 36 93 17 138 155
(27.4%) (19.8%) (22.5%) (26.7%) (17.6%) (28%) (22.5%) (23.5%) (28.6%) (20.6%) (20.1%) (28.9%) (23.3%) (24.7%) (24.6%)

새로운 농기계 구입 
및 주문(제작)

108 29 40 6 15 50 86 71 7 40 62 118 21 207 228
(41.7%) (33.7%) (33.3%) (20%) (29.4%) (40%) (31.7%) (38.8%) (33.3%) (39.2%) (34.6%) (36.6%) (28.8%) (37.1%) (36.1%)

농기계 사용․유지․
보수

112 35 45 9 12 51 114 58 5 34 51 147 30 207 237
(43.2%) (40.7%) (37.5%) (30%) (23.5%) (40.8%) (42.1%) (31.7%) (23.8%) (33.3%) (28.5%) (45.7%) (41.1%) (37.1%) (37.6%)

농장시설 설치
64 25 33 8 19 39 69 46 8 32 47 82 17 153 170

(24.7%) (29.1%) (27.5%) (26.7%) (37.3%) (31.2%) (25.5%) (25.1%) (38.1%) (31.4%) (26.3%) (25.5%) (23.3%) (27.4%) (26.9%)
농장시설 사용․유
지․보수

54 23 31 8 17 39 62 43 2 25 42 84 14 138 152
(20.8%) (26.7%) (25.8%) (26.7%) (33.3%) (31.2%) (22.9%) (23.5%) (9.5%) (24.5%) (23.5%) (26.1%) (19.2%) (24.7%) (24.1%)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4-9.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요구: 작업 역(생산관리) 

작업 역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토지 비옥도 관리
81 32 50 6 11 31 95 53 5 25 51 113 11 183 194

(29.2%) (37.6%) (40%) (19.4%) (22.4%) (24.4%) (33.6%) (28.3%) (21.7%) (23.4%) (28.3%) (33.7%) (13.1%) (32.2%) (29.7%)

병충해 관리
119 27 44 12 19 59 107 69 8 36 60 149 36 216 252
(43%) (31.8%) (35.2%) (38.7%) (38.8%) (46.5%) (37.8%) (36.9%) (34.8%) (33.6%) (33.3%) (44.5%) (42.9%) (38%) (38.6%)

자연재해(태풍, 가뭄)
대비

135 49 53 15 22 68 123 96 11 57 74 173 39 277 316
(48.7%) (57.6%) (42.4%) (48.4%) (44.9%) (53.5%) (43.5%) (51.3%) (47.8%) (53.3%) (41.1%) (51.6%) (46.4%) (48.7%) (48.4%)

생산활동의 환경 향 
점검

72 18 29 9 14 34 77 44 5 28 51 81 23 142 165
(26%) (21.2%) (23.2%) (29%) (28.6%) (26.8%) (27.2%) (23.5%) (21.7%) (26.2%) (28.3%) (24.2%) (27.4%) (25%) (25.3%)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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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0.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요구: 작업 역(가축사육기술) 

작업 역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초지(사료수급) 관리
60 10 16 4 22 23 59 39 2 25 30 72 16 113 129
(42%) (41.7%) (36.4%) (57.1%) (39.3%) (35.4%) (39.1%) (44.8%) (18.2%) (50%) (34.9%) (42.4%) (35.6%) (40.9%) (40.2%)

가축사양
60 9 14 2 23 28 54 31 3 14 25 78 15 103 118
(42%) (37.5%) (31.8%) (28.6%) (41.1%) (43.1%) (35.8%) (35.6%) (27.3%) (28%) (29.1%) (45.9%) (33.3%) (37.3%) (36.8%)

가축위생관리
55 11 20 3 15 27 55 27 4 10 25 76 17 100 117

(38.5%) (45.8%) (45.5%) (42.9%) (26.8%) (41.5%) (36.4%) (31%) (36.4%) (20%) (29.1%) (44.7%) (37.8%) (36.2%) (36.4%)

착유․도축․가공
18 4 4 0 2 9 14 12 1 2 9 24 1 35 36

(12.6%) (16.7%) (9.1%) (0%) (3.6%) (13.8%) (9.3%) (13.8%) (9.1%) (4%) (10.5%) (14.1%) (2.2%) (12.7%) (11.2%)

축분 관리 28 6 9 1 22 22 34 19 2 15 23 36 13 65 78
(19.6%) (25%) (20.5%) (14.3%) (39.3%) (33.8%) (22.5%) (21.8%) (18.2%) (30%) (26.7%) (21.2%) (28.9%) (23.6%) (24.3%)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4-11.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요구: 작업 역(작물재배기술) 

작업 역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작물생산 계획 54 29 26 8 10 24 68 42 6 23 42 71 16 127 143
(21.9%) (40.3%) (23.9%) (28.6%) (26.3%) (21.8%) (26.5%) (24.9%) (31.6%) (24.5%) (25.3%) (24.3%) (22.2%) (25.2%) (24.9%)

농기구 안전조작 57 12 23 5 10 28 53 40 2 11 23 91 12 109 121
(23.1%) (16.7%) (21.1%) (17.9%) (26.3%) (25.5%) (20.6%) (23.7%) (10.5%) (11.7%) (13.9%) (31.2%) (16.7%) (21.7%) (21%)

파종, 육모 및 수확 76 17 46 10 13 44 73 49 9 25 50 99 25 159 184
(30.8%) (23.6%) (42.2%) (35.7%) (34.2%) (40%) (28.4%) (29%) (47.4%) (26.6%) (30.1%) (33.9%) (34.7%) (31.6%) (32%)

수확 후 처리 및 저장 140 43 45 14 15 52 133 89 6 53 92 148 36 262 298
(56.7%) (59.7%) (41.3%) (50%) (39.5%) (47.3%) (51.8%) (52.7%) (31.6%) (56.4%) (55.4%) (50.7%) (50%) (52.1%) (51.8%)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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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2.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요구: 작업 역(마케팅) 

작업 역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마케팅 전략 선택
68 29 46 10 16 28 73 68 7 29 63 93 24 169 193

(26.9%) (32.2%) (38%) (32.3%) (29.1%) (24.6%) (26.9%) (34.9%) (31.8%) (27.9%) (33.2%) (29.8%) (29.3%) (30.5%) (30.3%)

농산물홍보수단 활용
79 27 33 10 12 40 70 58 6 33 52 89 23 157 180

(31.2%) (30%) (27.3%) (32.3%) (21.8%) (35.1%) (25.8%) (29.7%) (27.3%) (31.7%) (27.4%) (28.5%) (28%) (28.3%) (28.3%)

경쟁자․시장변화파악
76 14 33 9 6 38 67 42 5 24 44 93 20 143 163
(30%) (15.6%) (27.3%) (29%) (10.9%) (33.3%) (24.7%) (21.5%) (22.7%) (23.1%) (23.2%) (29.8%) (24.4%) (25.8%) (25.6%)

급격한 시장변화대응
124 46 51 11 23 55 118 89 7 43 82 151 30 252 282
(49%) (51.1%) (42.1%) (35.5%) (41.8%) (48.2%) (43.5%) (45.6%) (31.8%) (41.3%) (43.2%) (48.4%) (36.6%) (45.5%) (44.3%)

농축산물 판매 92 34 39 7 27 48 102 59 5 28 56 131 25 197 222
(36.4%) (37.8%) (32.2%) (22.6%) (49.1%) (42.1%) (37.6%) (30.3%) (22.7%) (26.9%) (29.5%) (42%) (30.5%) (35.6%) (34.9%)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4-13.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요구: 작업 역(사업검토 및 재계획) 

작업 역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재정 지표 및 세금보

고서 준비

75 12 33 6 20 31 69 53 5 33 55 71 23 142 165

(31.4%) (16.2%) (31.1%) (19.4%) (42.6%) (30.1%) (27.4%) (31.5%) (29.4%) (34%) (33.3%) (24.7%) (31.1%) (28.3%) (28.6%)

농자료 검토․분석
131 36 62 16 22 52 144 90 10 48 84 162 35 276 311

(54.8%) (48.6%) (58.5%) (51.6%) (46.8%) (50.5%) (57.1%) (53.6%) (58.8%) (49.5%) (50.9%) (56.3%) (47.3%) (55%) (54%)

농계획 수정
82 38 32 13 11 46 83 53 4 32 47 118 25 177 202

(34.3%) (51.4%) (30.2%) (41.9%) (23.4%) (44.7%) (32.9%) (31.5%) (23.5%) (33%) (28.5%) (41%) (33.8%) (35.3%) (35.1%)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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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4.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방법요구: 교수학습방법(교육참여방식) 

교육참여방식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인터넷
36 8 19 2 5 12 29 31 6 13 24 37 11 69 80

(12.9%) (8.5%) (14.3%) (5.9%) (8.9%) (9.2%) (9.8%) (15.1%) (25%) (11.3%) (11.7%) (10.9%) (13.1%) (11.3%) (11.6%)

강의식
91 28 46 7 14 40 81 70 8 29 53 113 27 173 200

(32.5%) (29.8%) (34.6%) (20.6%) (25%) (30.5%) (27.5%) (34.1%) (33.3%) (25.2%) (25.9%) (33.3%) (32.1%) (28.5%) (28.9%)

견학식
146 57 80 18 32 75 163 118 8 61 103 207 37 342 379

(52.1%) (60.6%) (60.2%) (52.9%) (57.1%) (57.3%) (55.3%) (57.6%) (33.3%) (53%) (50.2%) (61.1%) (44%) (56.3%) (54.8%)

토론식
79 31 39 15 17 40 95 56 6 33 64 105 23 187 210

(28.2%) (33%) (29.3%) (44.1%) (30.4%) (30.5%) (32.2%) (27.3%) (25%) (28.7%) (31.2%) (31%) (27.4%) (30.8%) (30.3%)

실험/실습식
115 26 51 12 20 58 102 73 8 39 63 143 23 240 263

(41.1%) (27.7%) (38.3%) (35.3%) (35.7%) (44.3%) (34.6%) (35.6%) (33.3%) (33.9%) (30.7%) (42.2%) (27.4%) (39.5%) (38%)

체험식 111 34 54 15 22 62 104 77 5 44 86 130 32 234 266
(39.6%) (36.2%) (40.6%) (44.1%) (39.3%) (47.3%) (35.3%) (37.6%) (20.8%) (38.3%) (42%) (38.3%) (38.1%) (38.5%) (38.4%)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4-15.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방법요구: 교수학습방법(인원구성) 

인원구성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개별
48 16 22 5 7 15 59 30 5 21 35 55 15 101 116

(17.8%) (18.4%) (18.2%) (14.3%) (14.3%) (12.2%) (21.5%) (15.5%) (21.7%) (20.2%) (18.7%) (17.0%) (22.1%) (17.5%) (18.0%)

소규모
189 60 89 27 37 90 195 136 16 72 137 224 41 417 458

(70.3%) (69.0%) (73.6%) (77.1%) (75.5%) (73.2%) (70.9%) (70.5%) (69.6%) (69.2%) (73.3%) (69.1%) (60.3%) (72.1%) (70.9%)

대규모
32 11 10 3 5 18 21 27 2 11 15 45 12 60 72

(11.9%) (12.6%) (8.3%) (8.6%) (10.2%) (14.6%) (7.6%) (14.0%) (8.7%) (10.6%) (8.0%) (13.9%) (17.6%) (10.4%) (11.1%)
*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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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16.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및 방법요구: 프로그램 세분화방식 

프로그램 세분화 

방식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농작목
178 62 72 26 37 185 128 397 14 73 122 216 50 383 433

(62.2%) (63.3%) (58.5%) (72.2%) (67.3%) (63.6%) (62.1%) (62.5%) (58.3%) (62.9%) (61.3%) (62.6%) (58.1%) (63.3%) (62.7%)

성별
3 2 1 0 0 4 2 8 0 0 1 7 2 6 8

(1.0%) (2.0%) (0.8%) (0.0%) (0.0%) (1.4%) (1.0%) (1.3%) (0.0%) (0.0%) (0.5%) (2.0%) (2.3%) (1.0%) (1.2%)

농경력
38 10 17 2 2 37 18 73 4 12 21 51 13 71 84

(13.3%) (10.2%) (13.8%) (5.6%) (3.6%) (12.7%) (8.7%) (11.5%) (16.7%) (10.3%) (10.6%) (14.8%) (15.1%) (11.7%) (12.2%)

경 수준
66 24 33 8 15 64 57 155 6 31 53 71 20 143 163

(23.1%) (24.5%) (26.8%) (22.2%) (27.3%) (22.0%) (27.7%) (24.4%) (25.0%) (26.7%) (26.6%) (20.6%) (23.3%) (23.6%) (23.6%)
*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4-17.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방법요구: 교육․훈련 강사 자질 

강사 자질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농업 분야 전문지식
76 28 37 9 16 38 74 60 2 26 44 113 15 172 187

(25.9%) (28.0%) (27.8%) (28.1%) (28.6%) (27.5%) (24.7%) (28.3%) (8.7%) (22.2%) (21.4%) (32.0%) (18.5%) (27.4%) (26.4%)

농업현실과 농업인 

특성에 대한 이해

91 30 46 10 25 35 106 70 15 52 80 80 33 199 232

(31.1%) (30.0%) (34.6%) (31.3%) (44.6%) (25.4%) (35.5%) (33.0%) (65.2%) (44.4%) (38.8%) (22.7%) (40.7%) (31.7%) (32.7%)

알기 쉽게 가르치는 

기술

65 19 17 6 5 37 50 38 2 11 23 96 15 117 132

(22.2%) (19.0%) (12.8%) (18.8%) (8.9%) (26.8%) (16.7%) (17.9%) (8.7%) (9.4%) (11.2%) (27.2%) (18.5%) (18.6%) (18.6%)

농업현장에서의 실제 

성공체험

61 23 33 7 10 28 69 44 4 28 59 64 18 140 158

(20.8%) (23.0%) (24.8%) (21.9%) (17.9%) (20.3%) (23.1%) (20.8%) (17.4%) (23.9%) (28.6%) (18.1%) (22.2%) (22.3%) (22.3%)

*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178

부표 4-18.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방법요구: 교육․훈련 시설 

교육․훈련 시설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첨단 교육장비와 
시설을 갖춘 장소

34 10 12 6 5 21 25 23 2 9 16 47 4 68 72
(12%) (10.1%) (9.3%) (20%) (9.4%) (15.4%) (8.6%) (11.3%) (8.7%) (8%) (8.3%) (13.7%) (5.4%) (11.2%) (10.6%)

최신 농업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

123 42 56 11 24 48 125 104 11 50 80 155 38 263 301
(43.5%) (42.4%) (43.4%) (36.7%) (45.3%) (35.3%) (43.1%) (51%) (47.8%) (44.2%) (41.7%) (45.3%) (51.4%) (43.3%) (44.2%)

현장사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

170 58 77 16 32 90 168 111 10 56 111 212 35 362 397
(60.1%) (58.6%) (59.7%) (53.3%) (60.4%) (66.2%) (57.9%) (54.4%) (43.5%) (49.6%) (57.8%) (62%) (47.3%) (59.6%) (58.3%)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4-19. 농업인이 자주 활용하는 교육․훈련 주체

교육․훈련 주체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농협(연수원)
100 25 51 8 15 34 101 70 4 26 69 128 21 205 226
(35.8%) (25.8%) (40.5%) (25%) (27.3%) (25.6%) (35.4%) (34.1%) (18.2%) (22.2%) (35%) (37.5%) (24.7%) (34.1%) (32.9%)

품목 농조합
31 18 23 3 6 13 36 29 2 18 19 51 6 83 89

(11.1%) (18.6%) (18.3%) (9.4%) (10.9%) (9.8%) (12.6%) (14.1%) (9.1%) (15.4%) (9.6%) (15%) (7.1%) (13.8%) (13%)

농민단체 63 26 37 7 17 38 67 48 7 34 47 80 40 136 176
(22.6%) (26.8%) (29.4%) (21.9%) (30.9%) (28.6%) (23.5%) (23.4%) (31.8%) (29.1%) (23.9%) (23.5%) (47.1%) (22.6%) (25.6%)

농촌진흥기관 208 74 91 23 36 92 203 157 11 74 138 263 52 440 492
(74.6%) (76.3%) (72.2%) (71.9%) (65.5%) (69.2%) (71.2%) (76.6%) (50%) (63.2%) (70.1%) (77.1%) (61.2%) (73.1%) (71.6%)

품목별 단체 72 34 36 10 20 31 90 69 6 20 64 107 18 179 197
(25.8%) (35.1%) (28.6%) (31.3%) (36.4%) (23.3%) (31.6%) (33.7%) (27.3%) (17.1%) (32.5%) (31.4%) (21.2%) (29.7%) (28.7%)

농업연수원 80 20 38 8 11 31 70 54 3 16 51 109 15 161 176
(28.7%) (20.6%) (30.2%) (25%) (20%) (23.3%) (24.6%) (26.3%) (13.6%) (13.7%) (25.9%) (32%) (17.6%) (26.7%) (25.6%)

농업계 대학 50 18 27 5 16 18 56 46 2 26 50 53 13 119 132
(17.9%) (18.6%) (21.4%) (15.6%) (29.1%) (13.5%) (19.6%) (22.4%) (9.1%) (22.2%) (25.4%) (15.5%) (15.3%) (19.8%) (19.2%)

지방자치단체 23 6 11 2 3 10 19 18 2 3 12 35 6 46 52
(8.2%) (6.2%) (8.7%) (6.3%) (5.5%) (7.5%) (6.7%) (8.8%) (9.1%) (2.6%) (6.1%) (10.3%) (7.1%) (7.6%) (7.6%)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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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20.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방법요구: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평가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소감문 작성
51 16 19 5 9 24 44 36 1 16 23 71 15 98 113

(18.3%) (16.7%) (14.8%) (15.2%) (16.4%) (18.6%) (15.1%) (17.9%) (4.5%) (14%) (11.7%) (20.9%) (18.3%) (16.3%) (16.5%)

조별과제 이수/발표
38 13 18 5 11 18 38 33 2 18 30 51 7 93 100

(13.6%) (13.5%) (14.1%) (15.2%) (20%) (14%) (13%) (16.4%) (9.1%) (15.8%) (15.3%) (15%) (8.5%) (15.4%) (14.6%)

학업성취도 시험
49 15 14 2 6 20 45 28 3 13 22 60 11 90 101

(17.6%) (15.6%) (10.9%) (6.1%) (10.9%) (15.5%) (15.4%) (13.9%) (13.6%) (11.4%) (11.2%) (17.6%) (13.4%) (15%) (14.8%)

농실행계획 작성
48 12 26 5 9 18 53 39 8 20 47 44 21 95 116

(17.2%) (12.5%) (20.3%) (15.2%) (16.4%) (14%) (18.2%) (19.4%) (36.4%) (17.5%) (24%) (12.9%) (25.6%) (15.8%) (17%)

실습 평가
129 35 71 17 28 65 148 89 12 47 89 176 31 294 325
(46.2%) (36.5%) (55.5%) (51.5%) (50.9%) (50.4%) (50.7%) (44.3%) (54.5%) (41.2%) (45.4%) (51.8%) (37.8%) (48.8%) (47.5%)

개인과제 이수/발표
54 22 20 6 7 23 40 43 3 28 33 54 17 107 124

(19.4%) (22.9%) (15.6%) (18.2%) (12.7%) (17.8%) (13.7%) (21.4%) (13.6%) (24.6%) (16.8%) (15.9%) (20.7%) (17.8%) (18.1%)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4-21.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방법요구: 프로그램 시기와 기간(프로그램 실시 계절) 

프로그램 실시 계절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봄 71 13 16 2 14 35 57 33 2 15 25 98 11 128 139
(24.1%) (13.3%) (12.0%) (5.9%) (23.7%) (25.7%) (18.8%) (15.6%) (8.3%) (12.3%) (12.0%) (27.7%) (12.4%) (20.3%) (19.3%)

여름 22 5 24 4 5 6 32 21 4 13 25 24 6 60 66
(7.5%) (5.1%) (18.0%) (11.8%) (8.5%) (4.4%) (10.6%) (10.0%) (16.7%) (10.7%) (12.0%) (6.8%) (6.7%) (9.5%) (9.2%)

가을 3 6 7 2 0 1 12 7 1 6 10 6 4 19 23
(1.0%) (6.1%) (5.3%) (5.9%) (%) (0.7%) (4.0%) (3.3%) (4.2%) (4.9%) (4.8%) (1.7%) (4.5%) (3.0%) (3.2%)

겨울 170 62 70 22 28 76 169 127 14 71 118 199 52 360 412
(57.6%) (63.3%) (52.6%) (64.7%) (47.5%) (55.9%) (55.8%) (60.2%) (58.3%) (58.2%) (56.5%) (56.2%) (58.4%) (57.0%) (57.1%)

상관없음
29 12 16 4 12 18 33 23 3 17 31 27 16 65 81

(9.8%) (12.2%) (12.0%) (11.8%) (20.3%) (13.2%) (10.9%) (10.9%) (12.5%) (13.9%) (14.8%) (7.6%) (18.0%) (10.3%) (11.2%)
*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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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22.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방법요구: 프로그램 시기와 기간(하루교육시간) 

하루 교육시간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2시간 이하
71 29 36 8 16 50 77 42 10 32 55 92 39 154 193

(25.4%) (29.9%) (29.8%) (28.6%) (29.1%) (40.0%) (27.6%) (20.4%) (47.6%) (29.6%) (28.1%) (27.7%) (52.7%) (26.0%) (29.0%)

3-4시간
149 54 70 16 28 55 154 119 9 69 103 170 30 328 358
(53.2%) (55.7%) (57.9%) (57.1%) (50.9%) (44.0%) (55.2%) (57.8%) (42.9%) (63.9%) (52.6%) (51.2%) (40.5%) (55.4%) (53.8%)

5-6시간
36 8 9 2 9 13 29 32 2 6 21 45 5 69 74

(12.9%) (8.2%) (7.4%) (7.1%) (16.4%) (10.4%) (10.4%) (15.5%) (9.5%) (5.6%) (10.7%) (13.6%) (6.8%) (11.7%) (11.1%)

8시간
24 6 6 2 2 7 19 13 0 1 17 25 0 41 41
(8.6%) (6.2%) (5.0%) (7.1%) (3.6%) (5.6%) (6.8%) (6.3%) (%) (0.9%) (8.7%) (7.5%) (0%) (6.9%) (6.2%)

*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4-23.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방법요구: 프로그램 시기와 기간(전체교육기간) 

교육기간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1일미만
63 32 27 6 22 29 73 55 4 23 40 105 22 151 173

(22.7%) (33.3%) (22.0%) (19.4%) (40.0%) (23.6%) (25.7%) (26.4%) (19.0%) (21.3%) (20.2%) (31.3%) (28.6%) (25.4%) (25.8%)

2-3일
145 53 63 18 19 66 138 103 11 56 110 154 37 298 335

(52.2%) (55.2%) (51.2%) (58.1%) (34.5%) (53.7%) (48.6%) (49.5%) (52.4%) (51.9%) (55.6%) (46.0%) (48.1%) (50.2%) (49.9%)

1주일 정도
63 5 27 3 10 23 56 39 2 22 35 68 11 117 128

(22.7%) (5.2%) (22.0%) (9.7%) (18.2%) (18.7%) (19.7%) (18.8%) (9.5%) (20.4%) (17.7%) (20.3%) (14.3%) (19.7%) (19.1%)

한달정도
6 2 4 3 1 5 10 5 4 3 6 7 4 18 22

(2.2%) (2.1%) (3.3%) (9.7%) (1.8%) (4.1%) (3.5%) (2.4%) (19.0%) (2.8%) (3.0%) (2.1%) (5.2%) (3.0%) (3.3%)

상관없음
1 4 2 1 3 0 7 6 0 4 7 1 3 10 13

(0.4%) (4.2%) (1.6%) (3.2%) (5.5%) (%) (2.5%) (2.9%) (%) (3.7%) (3.5%) (0.3%) (3.9%) (1.7%) (1.9%)
*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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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24.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요구: 프로그램 정보 취득경로 

교육․훈련 정보 

취득경로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신문/방송
148 34 58 9 20 66 123 83 9 43 84 169 31 272 303
(49.8%) (35.1%) (44.3%) (27.3%) (33.9%) (48.5%) (41.1%) (39%) (37.5%) (35.2%) (40.6%) (47.9%) (34.8%) (43.4%) (42.3%)

우편발송된 홍보물
117 42 45 9 25 44 94 101 6 42 81 135 34 229 263
(39.4%) (43.3%) (34.4%) (27.3%) (42.4%) (32.4%) (31.4%) (47.4%) (25%) (34.4%) (39.1%) (38.2%) (38.2%) (36.5%) (36.7%)

인터넷 이메일
29 11 16 6 13 13 34 27 8 18 45 16 17 69 86
(9.8%) (11.3%) (12.2%) (18.2%) (22%) (9.6%) (11.4%) (12.7%) (33.3%) (14.8%) (21.7%) (4.5%) (19.1%) (11%) (12%)

농업 관련 공무원
192 60 85 26 37 68 216 145 13 75 126 249 51 414 465
(64.6%) (61.9%) (64.9%) (78.8%) (62.7%) (50%) (72.2%) (68.1%) (54.2%) (61.5%) (60.9%) (70.5%) (57.3%) (66%) (64.9%)

단체뉴스레터, 소식지
71 27 31 7 15 31 71 54 6 35 51 74 31 143 174

(23.9%) (27.8%) (23.7%) (21.2%) (25.4%) (22.8%) (23.7%) (25.4%) (25%) (28.7%) (24.6%) (21%) (34.8%) (22.8%) (24.3%)

다른 농민 61 18 38 8 7 47 55 37 8 23 41 79 29 126 155
(20.5%) (18.6%) (29%) (24.2%) (11.9%) (34.6%) (18.4%) (17.4%) (33.3%) (18.9%) (19.8%) (22.4%) (32.6%) (20.1%) (21.6%)

포스터, 전단지, 현수

막

17 5 5 1 3 9 16 8 1 6 7 21 6 29 35
(5.7%) (5.2%) (3.8%) (3%) (5.1%) (6.6%) (5.4%) (3.8%) (4.2%) (4.9%) (3.4%) (5.9%) (6.7%) (4.6%) (4.9%)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4-25.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요구: 교육․훈련 비용 부담 

교육․훈련 비용 부담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교육내용만 좋으면 전
액자비 부담 가능

48 27 35 11 18 24 69 54 4 25 50 75 13 145 158

(17.1%) (27.3%) (28.5%) (32.4%) (32.7%) (18.6%) (24.0%) (26.1%) (18.2%) (21.9%) (24.6%) (22.6%) (16.5%) (24.0%) (23.1%)

교육비 일부 지원
140 47 53 15 26 54 139 92 11 54 100 135 39 271 310

(50.0%) (47.5%) (43.1%) (44.1%) (47.3%) (41.9%) (48.4%) (44.4%) (50.0%) (47.4%) (49.3%) (40.7%) (49.4%) (44.9%) (45.4%)

무조건 전액 지원
92 25 35 8 11 51 79 61 7 35 53 122 27 188 215

(32.9%) (25.3%) (28.5%) (23.5%) (20.0%) (39.5%) (27.5%) (29.5%) (31.8%) (30.7%) (26.1%) (36.7%) (34.2%) (31.1%) (31.5%)
*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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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26. 농업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요구: 이수생 사후관리  

이수생 사후관리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관련 교육․훈련 
정보 제공

103 34 40 12 19 47 98 77 5 25 43 166 29 209 238
(45.4%) (38.6%) (42.6%) (52.2%) (55.9%) (41.2%) (45.8%) (45.8%) (41.7%) (44.6%) (31.4%) (51.2%) (49.2%) (44.5%) (45%)

관련 농정보 제공
167 64 66 15 21 84 152 118 5 33 92 248 28 349 377
(73.6%) (72.7%) (70.2%) (65.2%) (61.8%) (73.7%) (71%) (70.2%) (41.7%) (58.9%) (67.2%) (76.5%) (47.5%) (74.3%) (71.3%)

후속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66 31 37 3 16 33 67 60 2 21 36 109 17 150 167
(29.1%) (35.2%) (39.4%) (13%) (47.1%) (28.9%) (31.3%) (35.7%) (16.7%) (37.5%) (26.3%) (33.6%) (28.8%) (31.9%) (31.6%)

프로그램 이수자 및 
강사와의 네트워크

60 26 18 5 8 29 50 47 1 11 33 82 11 121 132
(26.4%) (29.5%) (19.1%) (21.7%) (23.5%) (25.4%) (23.4%) (28%) (8.3%) (19.6%) (24.1%) (25.3%) (18.6%) (25.7%) (25%)

연계된 농 컨설팅 
지원

91 26 32 10 17 32 77 69 4 21 56 111 21 171 192
(40.1%) (29.5%) (34%) (43.5%) (50%) (28.1%) (36%) (41.1%) (33.3%) (37.5%) (40.9%) (34.3%) (35.6%) (36.4%) (36.3%)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4-27. 농업인의 교육․훈련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전혀불필요
11 4 3 0 1 19 8 9 4 21 1 1 5 16 23

(3.9%) (4.1%) (2.5%) (0.0%) (1.9%) (3.2%) (5.9%) (3.2%) (2.0%) (3.4%) (4.3%) (0.8%) (2.5%) (4.8%) (3.4%)

불필요
32 8 9 3 6 58 14 27 21 62 3 6 10 45 64

(11.4%) (8.2%) (7.5%) (8.8%) (11.3%) (9.9%) (10.4%) (9.5%) (10.3%) (10.0%) (13.0%) (5.0%) (5.0%) (13.6%) (9.5%)

그저그렇다
76 33 35 12 11 167 37 81 61 179 3 25 55 112 195

(27.0%) (33.7%) (29.2%) (35.3%) (20.8%) (28.5%) (27.4%) (28.6%) (30.0%) (28.8%) (13.0%) (21.0%) (27.6%) (33.9%) (29.1%)

필요
121 35 49 13 20 238 56 114 84 254 10 64 81 113 268

(43.1%) (35.7%) (40.8%) (38.2%) (37.7%) (40.6%) (41.5%) (40.3%) (41.4%) (40.9%) (43.5%) (53.8%) (40.7%) (34.2%) (39.9%)

매우필요
41 18 24 6 15 104 20 52 33 105 6 23 48 44 121

(14.6%) (18.4%) (20.0%) (17.6%) (28.3%) (17.7%) (14.8%) (18.4%) (16.3%) (16.9%) (26.1%) (19.3%) (24.1%) (13.3%) (18.0%)
*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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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28. 농업인의 교육․훈련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인턴제 

인턴제의 필요성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전혀불필요
11 3 1 1 2 18 7 8 5 20 1 0 3 16 20
(3.9%) (3.1%) (0.8%) (2.9%) (3.6%) (3.1%) (5.2%) (2.9%) (2.4%) (3.2%) (4.3%) (0.0%) (1.5%) (4.8%) (3.0%)

불필요 23 8 10 1 4 46 8 25 19 52 4 5 16 31 56
(8.2%) (8.3%) (8.3%) (2.9%) (7.3%) (7.8%) (6.0%) (9.0%) (9.3%) (8.4%) (17.4%) (4.2%) (8.1%) (9.4%) (8.4%)

그저그렇다 77 22 36 7 10 152 43 64 52 159 3 27 52 93 175
(27.5%) (22.9%) (30.0%) (20.0%) (18.2%) (25.9%) (32.1%) (22.9%) (25.4%) (25.7%) (13.0%) (22.9%) (26.4%) (28.2%) (26.2%)

필요 130 43 58 18 32 281 57 138 100 295 12 66 100 134 312
(46.4%) (44.8%) (48.3%) (51.4%) (58.2%) (48.0%) (42.5%) (49.5%) (48.8%) (47.7%) (52.2%) (55.9%) (50.8%) (40.6%) (46.7%)

매우필요 39 20 15 8 7 89 19 44 29 92 3 20 26 56 105
(13.9%) (20.8%) (12.5%) (22.9%) (12.7%) (15.2%) (14.2%) (15.8%) (14.1%) (14.9%) (13.0%) (16.9%) (13.2%) (17.0%) (15.7%)

*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4-29. 농업인의 교육․훈련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농업인 자격제

농업인 자격제의 

필요성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전혀불필요 10 4 3 0 2 19 7 11 4 22 0 4 6 11 21
(3.5%) (4.0%) (2.5%) (0.0%) (3.6%) (3.2%) (5.2%) (3.7%) (2.0%) (3.5%) (0.0%) (3.4%) (3.0%) (3.2%) (3.1%)

불필요 26 13 13 2 6 60 19 27 23 69 3 8 19 41 71
(9.1%) (13.1%) (10.7%) (5.7%) (10.7%) (10.1%) (14.1%) (9.2%) (11.3%) (10.9%) (13.0%) (6.8%) (9.5%) (12.0%) (10.4%)

그저그렇다 58 19 25 10 8 120 31 59 37 127 4 20 34 80 138
(20.3%) (19.2%) (20.7%) (28.6%) (14.3%) (20.1%) (23.0%) (20.1%) (18.2%) (20.1%) (17.4%) (17.1%) (17.0%) (23.3%) (20.2%)

필요
136 48 55 18 28 285 56 139 106 301 13 61 93 156 323
(47.6%) (48.5%) (45.5%) (51.4%) (50.0%) (47.7%) (41.5%) (47.3%) (52.2%) (47.6%) (56.5%) (52.1%) (46.5%) (45.5%) (47.3%)

매우필요
56 15 25 5 12 113 22 58 33 113 3 24 48 55 130

(19.6%) (15.2%) (20.7%) (14.3%) (21.4%) (18.9%) (16.3%) (19.7%) (16.3%) (17.9%) (13.0%) (20.5%) (24.0%) (16.0%) (19.0%)
*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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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30. 농업인의 교육․훈련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인턴제 

인턴제의 필요성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전혀불필요
11 3 1 1 2 18 7 8 5 20 1 0 3 16 20
(3.9%) (3.1%) (0.8%) (2.9%) (3.6%) (3.1%) (5.2%) (2.9%) (2.4%) (3.2%) (4.3%) (0.0%) (1.5%) (4.8%) (3.0%)

불필요 23 8 10 1 4 46 8 25 19 52 4 5 16 31 56
(8.2%) (8.3%) (8.3%) (2.9%) (7.3%) (7.8%) (6.0%) (9.0%) (9.3%) (8.4%) (17.4%) (4.2%) (8.1%) (9.4%) (8.4%)

그저그렇다 77 22 36 7 10 152 43 64 52 159 3 27 52 93 175
(27.5%) (22.9%) (30.0%) (20.0%) (18.2%) (25.9%) (32.1%) (22.9%) (25.4%) (25.7%) (13.0%) (22.9%) (26.4%) (28.2%) (26.2%)

필요 130 43 58 18 32 281 57 138 100 295 12 66 100 134 312
(46.4%) (44.8%) (48.3%) (51.4%) (58.2%) (48.0%) (42.5%) (49.5%) (48.8%) (47.7%) (52.2%) (55.9%) (50.8%) (40.6%) (46.7%)

매우필요 39 20 15 8 7 89 19 44 29 92 3 20 26 56 105
(13.9%) (20.8%) (12.5%) (22.9%) (12.7%) (15.2%) (14.2%) (15.8%) (14.1%) (14.9%) (13.0%) (16.9%) (13.2%) (17.0%) (15.7%)

*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부표 4-31. 농업인의 교육․훈련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후견인제 

후견인제의 필요성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전혀불필요
9 3 3 0 2 17 6 7 7 20 1 2 8 9 20

(3.2%) (3.0%) (2.4%) (0.0%) (3.7%) (2.8%) (4.4%) (2.4%) (3.4%) (3.1%) (4.2%) (1.7%) (3.9%) (2.6%) (2.9%)

불필요 13 3 8 4 2 30 8 16 10 34 2 3 12 19 36
(4.6%) (3.0%) (6.3%) (11.1%) (3.7%) (5.0%) (5.8%) (5.4%) (4.8%) (5.3%) (8.3%) (2.6%) (5.9%) (5.5%) (5.2%)

그저그렇다 47 12 13 3 7 82 24 40 32 96 3 15 33 48 99
(16.5%) (12.1%) (10.2%) (8.3%) (13.0%) (13.7%) (17.5%) (13.6%) (15.5%) (15.0%) (12.5%) (12.9%) (16.3%) (14.0%) (14.4%)

필요 143 52 69 18 23 305 64 151 108 323 15 59 89 181 344
(50.4%) (52.5%) (54.3%) (50.0%) (42.6%) (50.8%) (46.7%) (51.4%) (52.2%) (50.6%) (62.5%) (50.9%) (43.8%) (52.6%) (50.1%)

매우필요 72 29 34 11 20 166 35 80 50 165 3 37 61 87 188
(25.4%) (29.3%) (26.8%) (30.6%) (37.0%) (27.7%) (25.5%) (27.2%) (24.2%) (25.9%) (12.5%) (31.9%) (30.0%) (25.3%) (27.4%)

*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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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32. 농업인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인식

문제점
농작목 경 수준 농경력 성

전체식량
작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축산 하 중 상
10년
이하

11∼
20년

21∼
30년

31년
이상

여 남

이수생사후관리 미흡
134 32 54 9 24 43 130 86 63 85 67 62 30 252 282

(47.5%)(35.2%)(44.3%)(26.5%)(44.4%)(33.6%)(45.6%)(42.6%)(45.0%)(42.9%)(45.6%)(34.1%)(37.0%)(42.6%)(41.9%)

대상자별 수준고려 
105 39 48 12 25 46 100 89 46 78 52 78 25 231 256

(37.2%)(42.9%)(39.3%)(35.3%)(46.3%)(35.9%)(35.1%)(44.1%)(32.9%)(39.4%)(35.4%)(42.9%)(30.9%)(39.0%)(38.0%)

실습(참여)기회 부족
107 30 50 6 20 46 100 68 44 68 51 76 24 218 242

(37.9%)(33.0%)(41.0%)(17.6%)(37.0%)(35.9%)(35.1%)(33.7%)(31.4%)(34.3%)(34.7%)(41.8%)(29.6%)(36.8%)(36.0%)

시기와 기간 부적절 76 24 41 11 15 30 81 59 35 63 42 43 19 168 187
(27.0%)(26.4%)(33.6%)(32.4%)(27.8%)(23.4%)(28.4%)(29.2%)(25.0%)(31.8%)(28.6%)(23.6%)(23.5%)(28.4%)(27.8%)

내용의 비현실성
77 23 27 13 18 36 85 45 52 66 35 29 24 161 185

(27.3%)(25.3%)(22.1%)(38.2%)(33.3%)(28.1%)(29.8%)(22.3%)(37.1%)(33.3%)(23.8%)(15.9%)(29.6%)(27.2%)(27.5%)

이수에 따른 혜택
80 25 28 10 17 29 79 58 45 51 41 41 17 163 180

(28.4%)(27.5%)(23.0%)(29.4%)(31.5%)(22.7%)(27.7%)(28.7%)(32.1%)(25.8%)(27.9%)(22.5%)(21.0%)(27.5%)(26.7%)

장소와 거리 문제 76 21 35 10 18 38 77 44 39 47 41 47 27 149 176
(27.0%)(23.1%)(28.7%)(29.4%)(33.3%)(29.7%)(27.0%)(21.8%)(27.9%)(23.7%)(27.9%)(25.8%)(33.3%)(25.2%)(26.2%)

사전요구조사 미흡 70 20 32 9 16 37 66 51 31 51 42 41 20 145 165
(24.8%)(22.0%)(26.2%)(26.5%)(29.6%)(28.9%)(23.2%)(25.2%)(22.1%)(25.8%)(28.6%)(22.5%)(24.7%)(24.5%)(24.5%)

교육․훈련 비용 70 18 32 7 9 30 61 47 21 41 32 57 13 139 152
(24.8%)(19.8%)(26.2%)(20.6%)(16.7%)(23.4%)(21.4%)(23.3%)(15.0%)(20.7%)(21.8%)(31.3%)(16.0%)(23.5%)(22.6%)

프로그램 홍보부족 60 15 30 5 13 31 54 37 28 41 27 40 21 117 138
(21.3%)(16.5%)(24.6%)(14.7%)(24.1%)(24.2%)(18.9%)(18.3%)(20.0%)(20.7%)(18.4%)(22.0%)(25.9%)(19.8%)(20.5%)

기관의 전문성 부족 52 23 28 8 10 25 51 43 31 42 29 32 22 114 136
(18.4%)(25.3%)(23.0%)(23.5%)(18.5%)(19.5%)(17.9%)(21.3%)(22.1%)(21.2%)(19.7%)(17.6%)(27.2%)(19.3%)(20.2%)

강사 자질 부족 45 17 21 7 7 20 43 41 27 40 19 26 14 97 111
(16.0%)(18.7%)(17.2%)(20.6%)(13.0%)(15.6%)(15.1%)(20.3%)(19.3%)(20.2%)(12.9%)(14.3%)(17.3%)(16.4%)(16.5%)

목표 분불명 47 11 22 4 10 19 51 29 25 38 22 24 11 98 109
(16.7%)(12.1%)(18.0%)(11.8%)(18.5%)(14.8%)(17.9%)(14.4%)(17.9%)(19.2%)(15.0%)(13.2%)(13.6%)(16.6%)(16.2%)

시설과 장비 낙후
43 13 20 5 7 27 34 30 15 30 26 30 10 89 99

(15.2%)(14.3%)(16.4%)(14.7%)(13.0%)(21.1%)(11.9%)(14.9%)(10.7%)(15.2%)(17.7%)(16.5%)(12.3%)(15.0%)(14.7%)

평가방식의 부적절
23 9 14 4 6 14 31 17 16 18 10 21 6 59 65

(8.2%) (9.9%) (11.5%)(11.8%)(11.1%)(10.9%)(10.9%) (8.4%) (11.4%) (9.1%) (6.8%) (11.5%) (7.4%) (10.0%) (9.7%)
1) 각 빈도는 중복반응 결과임

2) ( )안은 무응답을 제외한 각 열의 총 응답사례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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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농업인 교육․훈련 기관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농업연수원]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벤처농업과정
벤처기업 지원제도/ 사업계획 작성 및 자금 조
달 전략 등

벤처농업 운 자
또는 희망자

벤처농업
심화과정

맞춤식 교육실시, 도약 지원 교육(고객관리, 마
케팅협상 및 상담법․ 분야별 컨설팅 등)

벤처농업반 
이수자 및 
선도농업인

농산물
안전관리과정

안전한 생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농약안전사용 
요령 및 잔류허용 기준 등 교육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여성농업인
교관과정

여성농업인교관의 지도력 개발 등
여성농업인 또는 
관련지도자

한농전
졸업예정자과정 농정시책의 이해제고와 농업경  및  창업에 도

움을 주기 위한 농업정책 및 농업 성공전략 교
육

한농전
졸업예정자

여주농전
졸업예정자과정

여주농전
졸업예정자

녹색․농촌체험
마을 지도자과정

농촌관광 육성방향 및 시책 / 농촌관광 프로그
램 활용  및 운 방안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 및 지도자

신지식
농업인과정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법인) 육
성을 위한 주요 농업정책과 방향, 신지식농업인 
육성시책 교육

신지식농업인

농업경
컨설팅과정

컨설팅의 이해도 증진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농
업경 컨설팅 정책, 농업경  및 회계 등 교육

농업경 체(농가, 
법인)

농업경 체
 CEO 과정

법인운 에 필요한 경 능력과 리더쉽 함양을 
위한 농업법인 육성방향 및 운 효율화 방안, 
리더십개발 교육

농업법인 대표 및 
임원

농업법인
실무자과정

세무, 회계, 컨설팅, 마케팅 전략 등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농업법인 세무, 회계, 농산물마케
팅 및 농업 컨설팅 교육

농업법인 직원

여성농정
위원과정

역량개발 및 리더십 증진, 전문성 확보를 위한 
농정시책 및 최근 농업동향, 의사결정과정 참여
방안 및 리더십 개발 교육

위원회 
위촉된 여성위원

여성농업인
농촌체험
가이드 과정

농촌체험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핵심인력 양성
을 위한 그린투어리즘 성공사례,  안내방법 지
도, 토론 등 교육

선도여성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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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한국농업전문학교)

농업경 정보
리더과정

합리적인 농업경  유도를 위한 농업경 , 경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용과정 

홈페이지 운 능력 배양을 위한 홈페이지 마케
팅 및 운  관리 실습

상동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양봉, 시설고추, 노지고추, 사과, 배, 인삼,  복숭아, 포도, 분재, 
비육우, 느타리 등 품목별, 저비용,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부가가치 향상기술 및 경 , 정보, 유통개선 교육

농업인

전문농업인 교육 전통주 제조, 농촌관광, 전자상거래 농업인

도시민 
전원농업 교육

농촌에 정착하면서 취미활동과 소득을 올리기 위
한 농기술교육 /농업 농촌의 이해와 귀농에 필
요한 주택․토지 정보

은퇴후 
농촌생활 
희망자

농축산물수출유통 
공개강좌

수출 품목별 재배 유통 기술
주산지역 
농업인

밭작물 기계화 
촉진 교육

최근 개발된 밭작물 분야 연․전시 및 실기교육

농기계 정비기능사 
양성교육

농업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기
교육

농업인

농기계 종합정비 
실기교육

정비기능사 양성교육 수료자 및 필기시험 합격자
를 위한 정비수리 실기 분야 중점교육

기능사 
양성교육이수자

농기계산업기사 
양성교육

농업기계 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
기교육

정비기능사 
취득 농업인, 
농대 졸업자

한농전 학생 
농업기계 교육

농업기계 구조, 작동원리, 안전관리 / 기종별 취급
조작 실기실습 및 정비기술

한농전 재학생

농기계정비 
실기교육

농기계 각부의 전기전자 및 유압 시스템 점검 정
비 / 경운부, 이앙부, 작업부, 예취․탈곡부 등 주
요부 분해 조립

농업인

농기계 실기능력 
배양교육

농과계 대학생들 위한 농기계 교육 농과계 대학생

농촌여성 
대표지도자 교육

지역사회 리더십 생활개선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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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지역특화
작목교육

 지역특화품목별  농업기술 농업인

전문 농업정보
교육

 전문분야별 정보화 교육 농업인

기계화 
농사 교육

 기계화 농사 기술교육 농업인

신규 농인
농기계 교육

 농기계 기술교육 농업인

지역특화작물
기계화 촉진교육

 특화작물 농기계 기술교육 농업인

농업기계 교통
안전운행교육

 농기계 안전교육 농업인

농촌여성
지도자 교육

 지역사회 리더쉽 농업인(여성)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농촌여성교육 농업인(여성)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새해 농
설계교육  농기설계교육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  품목별 농사기술, 유통, 마케팅 농업인

특성화 
농업경 자 교육  품목별 전문기술농업경 농업인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  수출품목별 재배기술, 유통교육 농업인

당면과제
현장 교육  주요 농시기별 재배기술교육 농업인

농업인
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 농업인

농업정보
활용 교육  pc조작,정보화 농업인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농기계 수리실습 농업인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농기계 조작 농업인

농업기계 교통  농기계 안전 사고 예방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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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농산물마케팅 
관리사반

농산물마케팅 관리사 양성을 위한 
마케팅 실무, 전략수립 워크숍 / 브랜드,수확후 
관리, E-biz / 산지유통현장 실습 및 해외선진사
례 연수 교육

산지 전문조직
임직원, 신지식
농업인 등

농산물수확후 
관리반

상품성 향상도모 및 고품질 농산물 유통 촉진
을 위한 
원예산물의 생리 및 품질관리 / 전처리 기술,예
냉 및 저온유통 /포장 및 선별, 수확후 관리기
술, 현장실습 교육

생산자단체 및 
조직 등

농산물브랜드
마케팅반

브랜드마케팅을 통한 고부가 가치 농산물창출
을 위한 
농산물환경변화와 브랜드필요성 / 신규브랜드 
기획과 활용전략 / 사례 발표 및 실태 조사 등 
교육

생산자단체 및
농조합법인 등

농산물전자
상거래반

전사상거래 이해 및 쇼핑몰 운  관리 능력배
양을 위한
전자상거래 개론 / 홈페이지 제작 및 운 실습 
/ 농업인 농산물전자상거래, 운 사례 등 교육

생산자 단체 및 
조직 등

농업인 수출
농산물상품화반

국내 수출농산물 상품화 능력배양 및 수출확대
를 위한 
수출시책 / 수확후 관리기술, 수출상품화 기법 / 
수출성공사례 등 교육

수출농산물 
생산자 및 조직

농업전문학교
유통반

농산물유통이론 및 실무 능력배양을 위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 품목별 유통 및 실태 조사 
/ 상품화 요령, 품질관리, 시험평가 등 교육

한국농업
전문학교생

안전운행 교육

농촌여성 
과제교육  가공기술, 농기술 정보화 농업인(여성)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농촌여성 능력, 기능 계발 농업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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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교육원]

[농협중앙회]

안성 본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농지관리
위원 교육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농전비전, 농지
전용확인요령, 농지법 해설, 농업환경변화에 대
응한 농업인의 자세, 쌀협상과 관련한 향후 추
진방향, 농업인의 건강관리, 우수농업인 성공사
례 등

농지관리위원

쌀전업농
교육

농규모화사업및농지제도, 농지은행 제도, 농
업인의 성공사례, 마케팅매니지먼트, 농촌지역 
복지정책, 벼 전업농포탈사이트이해와사용요
령, 고품질을위한벼생산기술, 친환경벼재배기
술, 투자수익성분석및경 , 사장학, 생산극대화
를 위한 목표관리 등

쌀전업농

첨단유리온실 
경 ㆍ재배기술

교육

온실환경관리, 온실 컴퓨터 환경제어, 품목별 
양액재배기술, 품목별 병충해 방제기술, 품목별 
수출 및 검역, 선도농가 현장실습,  온실경 관
리

시설원예단체/ 
농업계 기관 및 
학교/향후시설 
농업희망단체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신지식농업기술
딸기, 포도, 배, 복숭아, 수박 (재배기술, 토양관
리, 병해충방제, 우수사례, 농산물 유통 등) 등의 
신지식 재배기술 보급

농업인 조합원

핵심 농기술
향상

퇴비제조, 사과, 토마토, 새송이, 인삼(재배기술 
또는 병해충 방제 등의 심화학습) 품목별 핵심기
술 보급

농업인 조합원

최고기술
아카데미

딸기, 사과, 수도작, 인삼, 복숭아(재배기술, 토양
관리, 병해충방제, 우수사례, 농산물 유통 등) 품
목별 최고 농업 전문가 육성

농업인 조합원

전문농업기술
복숭아, 배(재배기술, 토양관리, 병해충방제, 우수
사례, 농산물 유통 등) 품목 농업전문가 육성

농업인 조합원

주산지현장 농
기술

주산지 대표품목 재배기술, 품질향상 교육(연간 
6회) 

농업인 조합원

인삼선도농육성 재배기술, 토양관리 및 병충해 방제 농업인 조합원

팜스테이
육성교육

농촌관광의 필요성, 현장견학
팜스테이 추진방법 등

농업인 조합원

여성농업인
농기술

시설채소, 포도, 고추(재배기술, 토양관리, 병해충
방제, 우수사례, 농산물 유통 등)

여성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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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유통교육센터

친환경농업기술
딸기, 포도, 배, 수도작(재배기술, 토양관리, 병해
충방제, 우수사례, 농산물 유통, 친환경 농업소재 
활용방법 등)

농업인 조합원

유통활성화
한마음팀빌딩

직원, 출하주, 중도매인, 하역반간의 팀빌딩 / 유
통관련 현안에 대한 토론식 교육

농업인 조합원
직원

공판사업활성화
중도매인과 출하주 유대강화 / 이해 관계인간의 
공판사업 활성화 방안 교육

농업인 조합원

작목반 리더 작목반 관련 직무교육 작목반원

지역농업개발
특색사업

지역현안사업 토론 및 한마음팀빌딩
공무원, 직원, 
농업인

조합임원 
경 능력

임원의 자세와 역할 직무교육 이사,감사

일일방문교육등 
비정규과정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사업 활성화 방안 등 조합원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팜스테이
참여농업인

지역조합 팜스테이 육성방안 모색 팜스테이농가

농가경 관리 경 체로서의 농업의 이해와 실습  농가 경 주

작목반 
운 활성화

작목반 운  활성화 방안 등 작목반장

농주모, 
고주모 임원과정

지역조합 여성조직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등 여성 조직장

여성조합원
(임원,대의원)

여성임원의 역할과 자세 등 여성 임원

임원경 능력
향상 

지역조합 임원의 역할과 자세 등 이,감사

대의원 과정 지역조합 대의원의 역할과 자세 등 대의원

우리농협이해 
및 사업 활성화

우리농협 경 원리에 대한 이해 등 조합원

경 활성화 
현장이동교육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조합원

전문축산기술
최신 축산 기술보급 / 한우,양돈,사슴등 축종별 
사양관리, 질병관리, 우수사례,  유통 등

농업인조합원

맞춤식조합원 
현장 컨설팅

한우,양돈,낙농등 축종별 사양관리, 질병관리, 유
통등 기술교육 현장컨설팅

농업인조합원

핵심테마 
축산기술

최신 축산 기술보급 / 1개의 주제를 선정 심도있
는 심포지엄식 교육

농업인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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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교육원 

축산분뇨 자원화 친환경 농업인 육성/ 축산분뇨 퇴비화 기술 농업인조합원

핵심축산기술
최신 축산 기술보급 / 인공수정 실습 등 축종별 
전문교육

농업인조합원

일일방문교육등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사업활성화 방안 등 조합원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팜스테이
참여농업인

지역조합 팜스테이 육성방안 모색 팜스테이농가

농가경 관리 경 체로서의 농업의 이해와 실습  농가경 주

작목반
운 활성화

작목반 운  활성화 방안 등 작목반장

농주모, 
고모 임원과정

지역조합 여성조직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등 여성조직장

여성조합원
(임원,대의원)

여성임원의 역할과 자세 등 여성임원

임원경 능력
향상 

지역조합 임원의 역할과 자세 등 이,감사

대의원 과정 지역조합 대의원의 역할과세 등 대의원

우리농협이해 및 
사업활성화

우리농협 경 원리에 대한 해 등 조합원

경 활성화 
현장이동교육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조합원

유관기관
(협동조합운동

확산)
지역사회 발전 및 활성화 방안 등 유관기관, 조합원

유통활성화
민,관합동

민,관합동 농협 유통사업 활성화 방안 등 유관기관, 조합원

농업,농촌,농협에 
대한 올바른 이해

농업, 농촌의 주요 현안 이해 등 임,직원

시,군단위
상생팀빌딩

협동조합 이념의 올바른 이해 등 임,직원

조합사업 활성화 
지원: 신과정

신규 개발 중 조합원

일일방문교육 등
비정규과정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사업활성화 방안 등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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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정보센터]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이동버스교육
컴퓨터 기초교육 및 맞춤형 교육
(농촌마을 방문교육)

농업인

온라인 교육 기초교육 / 중급교육 / 전문교육
오프라인 교육 
수강생 및 

에듀아피스 이용자

[한국농업교육협회]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농성공
사례 특강

졸업생 성공 특강
․각단위학교 재학생들에게 농의 희망 찾기
․각단위학교 성공 졸업생을 찾아 자긍심 갖기

전국농업계열 
학생

해외연수
선진농업환경 및 기술 전수, 국제적 감각, 희망제시
․우수 후계 농학생에게 선진농업환경 연수
․연수를 통한 세계화 개방화에 대처

농림부 장관상 
수상자

[한국양돈연수원]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양돈전문
기술교육

과학적인 경 합리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원
가절감을 이루어 냄으로써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한 기술교육
사양관리/ 시설과 환기 / 질병과 위생관리 / 가
축분뇨처리 / 인공수정 / HACCP 이론과 방향

양돈전업농/ 
여성양돈인 / 
양돈교육희망자

농업경 인교육
(양돈분야)

친환경적인 축산과 21세기 아세아 양돈분석 검
토 및 농 의식고취를 위한 교육
양돈의 당위성과 농업과 국가 존립의 농자세 
확립/ 정책 및 정신강화와 친환경 축산의 농
의식

양돈후계자

지자체교육
(경기도민)

경기도민의 과학적, 현대적, 친환경적인 양돈경
과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전달 교육
농업정책및정신강화 / 사양관리, 시설 환기/ 질
병과 위생관리/ 현지 맞춤교육

경기도민중 
교육희망자 / 
경기도내 양돈업 

종사자

자체계획
(양돈연수원)

범 아세아 축산기반 구축과 국내 양돈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 교육
농장 현장실습과 주관관리

국외동포/ 
국내거주해외동포 
/ 양돈업희망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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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H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농4-H
회원 교육

농4-H회원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
서  21세기 농업환경에 대비한 우수농업인력의
양성과 농촌지역사회의 활력화에 기여를 위한  
․ 농에 직접 활용토록 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중점추진 ․선도 농촌후계세대로서의 농기
술습득 및 과제교육

농4-H
회원

핵심4-H
회원리더십
배양교육

‘05년도 4-H중앙연합회 임원 및 대학4-H회원들
의 지도력배양과 임원별활동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결속력증진 도모를 위한 교육
․리더십개발, 팀웍배양, 농업마케팅, 농업정보
화, 정신재무장 교육

중앙연합회 임원, 
대학4-H회원

4-H회원
문화탐방
수련활동

중고학생4-H회원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집단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심성개발도모
․문화탐방,수련활동

중고학생
4-H회장단
및 지도자

소비․생산자
체험교육

(농촌청소년
서울현장체험학습 / 
4-H회원농촌체험교육)

농산물 소비자인 청소년들에게 농촌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심함양도모
․서울문화역사  ․유적지 체험탐방
․도농공동체의식함양

학생4-H

농소정협력사업
(꿈나무4-H캠프 / 

청소년녹색농촌체험학교

도농청소년들의 상호교류를 통해 화합과 협동
심함양 교육

학생4-H

대학4-H회 활성화 
사업

현시대 4-H운동의 목표와 방향, 농업의 비전 및 
대학4-H 활성화 세미나, 농산업기관 및 현장산
업시찰

대학 4-H회원

꿈이 있는 청소년 
농업캠프

신지식 농업인 탐방 및 선도농업현장 견학,
창업농관련  성공 노하우 습득 

농업후계 
잠재인력인 
청소년을 대상

4-H국제
교환훈련

농실습 및 농실태연구, 농업관련기관 방문 
및 4-H회활동 참가

4-H회원

핵심4-H회원 
해외연수

해외선진 농 현장 및 우수농장 견학 농 4-H회원

학생4-H회원 
해외그린배낭연수

국제적견문확대,팀웍훈련, 지도력배양
학생

4-H회원

농촌청소년
선진 농연수

농업관련기관,우수농장 및 농산물 유통시장 견
학

농촌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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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여성농업인
리더쉽교육

여성농업인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의식함양과 교육을 통해 생산적인 농업
인력으로 육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생산 및 경 기
술 대응능력 배양
․21세기 사회변화와 여성농업인 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과 여성농업인의 역할 등 교육

여성농업인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친환경수도작
품질고급화를 위한 토양관리,기능성쌀,친환경
자재 및 기술

농업인

곤충특용동물 곤충산업화,실헝용동물,대량사육,운 농업인

기능성식물 약용.특용식물개발이용,특용수재배이용 농업인

조경관상식물 정화식물,신수종,육묘,수생식물재배이용 농업인

산지자원 농 향토지적브랜드,장뇌,휴경지이용,산채 산지이용 농업인

농산물가공 된장,고추장,전통주 가공 및 이용기술 농업인

녹색교류지도
도농교류방향,교류방안,현장실습.견학  지도자
양성

농업인

기술지도자 농기술심화,조직활성화,유통전략등 기술보급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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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가나안농군학교]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청소년농촌
체험학교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고 농촌체험
을 통해 농촌의 현실과 우리농산물의 소중함을 
심는 교육
올바른 가치관 함양 / 절제된 생활훈련 /  농장
실습 / 올바른 먹거리 교육 /  친환경농업의 중
요성

초등학교 4-6
중고등학생

특별과정 보편적인 진리의 생활화를 통한 성숙한 민주시
민을 양성하여 보다 풍요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교육
철저한 정신교육 / 절제된 생활훈련 / 노동을통
한 근로관확립 / 건강교육 / 친환경 교육 / 공동
체 훈련

일반성인

단기과정 일반성인

의식개혁과정 고용보험가입자

정신개척과정 고용보험가입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중앙교육

시․군교육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여성농민리더쉽
교육과정 Ⅰ, Ⅱ

리더십교육 / 지방화시대여성농민정치활동/ 지
방화시대 농업농촌관련 조례제정운동사례

시(군)회장단/
면지회장단

여성농민
정책과정

성인지적예산분석 / 여성농민복지 / 생산자로서
기반확보방안등

도, 
시․군정책부장

여성농민
정치토론회

정치정세/ 여성농민정치세려화의 중요성등
선진여성농민 및 

간부

여성농민
활동가수련회

2005년 평가를 바탕으로 2006년 전망제시 간부 및 활동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여성농민학교
주요농업현안과 대응방도
정치정세변화와 여성농민활동방향
인간관계훈련등

여성농민회원 및 
선진여성농민

여성농민정치학교
여성농민과 정치
여성농민국회의원과의 만남

여성농민회원 및 
선진여성농민

양성평등교육
올바른가족문화만들기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여성농민일반 및 
농촌지역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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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여성농업경 인 
육성과정

주요 농업정책의 변화와 현황 /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 여성농업인복지정책의 과제
와 전망 /  각 지방자치단체 농정시책

한여농 회원

여성농업인 
농촌관광 
전문경 교육

최근 농촌관광의 현황과 전망 / 농촌관광과 여성농업인
의 역할 / 농촌관광경 기법 / 농촌관광 국내외 성공사례
에서 살펴본 시사점/ 농촌관광관련 정부정책 현황 / 농촌
관광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과 대안 모색

관광농업
관심있는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환경농업 
전문경 교육

환경농업의 발전과 여성농업인의 역할 / 환경농업경  
이론과 실제 / 환경농업의 국내외 성공사례에서 살펴본 
시사점 / 환경농업관련 정부정책 현황 / 환경농업 발전방
향에 대한 토론과 문제점 분석, 대안 모색

환경농업
관심있는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경 회계 
실무교육

농업경 환경의 변화와 농업 회계의 필요성/ 국내외 사
례에서 살펴본 농업/ 경 회계와 여성농업인의 역할 / 농
업경 회계 실무 및 농가경  적용방법 실기교육 / 국내 
우수 농업경 회계프로그램 추천 및 사용법 설명

경 회계
관심있는 
여성농업인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기초
과정

친환경농업
개관

․친환경농업의 역사와 철학
․친환경농업 정책과 현황 전반
․친환경농업의 기본 개념
․친환경농업 실천사례
․친환경농업 기술 개관 등

친환경농업 
관심 농민 
및 귀농자

토양 및
병해충관리
기초

․퇴비 및 친환경자재 만들기
․제초 및 병해충 방제 기술 개관
․친환경 토양 비료 관리
․미생물과 농업
․작물별 거름 대책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길잡이

․코덱스 인증 가이드와 우리의 인증  제도
․인증 기준과 해설
․인증 절차와 준비 방법
․인증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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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과정

친환경
논농사의
실제

․벼의 삶과 밥맛 
․바이오다이나믹/오리/쌀겨/우 이/참게농법 
등 수도작 일반

․모판 육성, 제초 등 계절별 관리 방법
․토양 및 병해충 관리, 제초법
․선진지 견학 등

‘친환경농업
기초‘ 과정
이수자 및 
기친환경농
업시행농민

친환경
밭농사의
실제

․밭 잡초의 특성과 제초
․친환경 농자재 만들기
․친환경 채소 재배 사례
․하우스 토양 관리
․천적 활용     ․작물별 재배 방법 등

친환경
과수농사의 
실제

․과수별 재배 방법
․당도 등 품질 향상 대책
․비배 관리     ․작물의 생리
․수확후 관리 등

친환경
축산

․소의 생활과 건강 관리
․유기축산을 위한 농가의 순환체계
․무항생제 축산 요건
․자가 배합사료의 제조
․자재 활용 사례 등

토양 및
병해충관리
심화

․퇴비 및 친환경자재 만들기
․제초 및 병해충 방제 기술 심화
․친환경 토양 비료 관리
․작물별 친환경농업 실천 사례
․작물별 시비 요령 등

친환경
농산물가공

․가공 기술
․수확후 저장관리
․가공품 인증 관련
․포장 디자인 개발
․외국의 가공 사례
․국내 사례 견학 등

활동가
양성
과정

농장 디자인
및 마을만들기

․생태적인 농장 설계의 기초
․농장설계 실습
․생태마을과 녹색 관광
․생태마을 견학 등  

친환경농업 
인증 3년 
이상 농민 
및 

환경농업단
체 실무자

친환경농업
지도자 교육

․공동체 운동 사례
․지역순환 유기농업
․활동가 체험사례
․농가소득 증대 방안
․친환경농업 정책 등

친환경농업
홍보/마케팅

․생활협동조합 운동 소개
․먹거리 안전 교육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와 과제
․최신 마케팅 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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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업경 인중앙연합회]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품목조직 
지도자 교육

정부의 농정방향 및 농업정책과 농업환경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고 농정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우리 농업의 활로
를 모색

회원

농업선진지 
현장 체험 교육

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선진 농업경 의 현장과 
사례를 체험․학습토록 함으로써, 개방화시대에 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를 함양하도록 
함

회원

협동조합 교육
FTA․WTO 등 새로운 농업환경을 맞아 협동조합의 
올바른 운 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이해증진을 도모
하고 대응능력을 배양 

회원

농업․농촌 
지도자 교육

2005년도 정부의 농정방향 및 농업정책과 농업환경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고 적극 대처하여 우리 농업의 
활로 모색

회원

주산지 품목별
세미나 및 연수

주산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경 능력 배양 회원

품목별사업연합
교육(신규)

농산물 품질관리․가공․유통 마인드 함양 회원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지식농업육성과정
농업에 대한 열정과 목표를 확립하는 미래 농후
계인 육성

농과계 학생

지식농업경 인
육성과정

새로운 기술, 경 , 마케팅의 지식농업공유 및 신농
업 유도

일반농업인

해외지식농업연수
해외지식농업 현장의 선진농업기술과 경 , 유통 
등에 관한 정보습득

신지식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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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고품질안전과실 
생산․유통선진화 

교육

․고품질 사과, 배, 감귤 생산방법 전수(현장사
례모델중심)
․안전과실 생산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 지침 
및 병해충 방제(GAP)
․선플러스 브랜드 상품의 물량규모화와 상품
화 방법과 방향

전국 과실 
생산․유통 

선진화(썬플러스 
회원) 참여 
선도농가 중심

[(사)전국귀농운동본부]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본부 귀농학교 
운 과정

․왜 귀농하려는지에 대한 자기 문제의식을 분명히 함
을 통해 시행착오 방지 
․생태적 문제에 대한 각성을 통해 생태적 농업의 필
요성 인식
․교육, 의료, 육아 등 귀농해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준비 
․귀농선배와의 만남, 농촌현장체험을 통해 귀농을 위
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자신감 부여 
․동기 및 선후배간 친교를 통해 향후 공동귀농 및 귀
농에 필요한 네트워크 형성

귀농예정자

지역 귀농학교 
운 과정

현장 귀농학교 
운 과정

귀농 전문학교 
운 과정

지역별 귀농자 
농업기술 교육반

․농업 현장에서 귀농자에게 필요한 (친환경)농업 기
술 및 사례 연구
․워크샵을 통한 공동의 문제 해결 능력 배양  ① 농
업 관련 제도 및 정책 ② 친환경 농업 등 농업 성공
사례, ③ 친환경농법 구체적 내용 교육 (예, 쌀겨농
법, 오리농법 등) 
․ 지역별 귀농자들의 농업 네트워크 형성

신규 
귀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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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학계대학 최고농업경 자과정]

○ 주요내용: 농업경 교육, 품목별 전문기술 및 이론교육 및 지역농업 및 

농촌발전 리더십 교육

○ 대상: 일반 농업인

대학 과수화훼
채소
특작
수도
작
한우낙농양돈양계기타임업인삼특용유통가공복합

관광
농업
유기
농업
버섯

강원대 ○ ○ ○

강릉대 ○ ○ ○ ○ ○

상지대 ○ ○ ○ ○ ○ ○ ○ ○ ○

농협대 ○ ○ ○ ○ ○

한경대 ○ ○ 양봉 ○ ○ ○

한농전 ○ ○ ○ ○ ○ ○

성균관대 대가축위생

충북대 ○ ○ ○ ○ ○ ○ ○

건국대 ○ ○

충남대 ○ ○ ○ ○ ○ ○ ○ ○ ○ ○ ○

공주대 ○ ○ 사슴

단국대 ○ ○ ○ ○ ○ ○

전북대 ○ ○ ○ ○ ○ ○ ○ ○ ○ ○

전남대 ○ ○ ○ ○ ○

순천대 ○ ○ ○ ○ ○ ○

목포대 ○ ○

경북대 ○ ○ ○ ○

안동대 ○ ○ 축산

경상대 ○ ○ ○ ○

진주
산업대

○ ○ ○

양대 ○ ○

제주대 ○ ○ 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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