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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지식과 정보가 개인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기반사회로 어

들면서 인 자원의 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는 속한 과학기

술의 변화, 지식기반경제로의 환,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국가와 산업

체 모두가 인 자원개발을 한 패러다임으로 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근 농업분야도 농림부, 농 진흥기 , 농  등과 같은 공공부문뿐만 아니

라 농업인 단체와 품목 단체 등 생산자 단체의 인 자원개발 련 산을 

늘리고 새롭게 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농업인 학습 련 이론 고찰, 련 제도 분석, 련 실태와 

요구 분석, 련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농업 인 자원개발을 한 학습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농업인 문성 개발이 기존의 집체식 ‘교육․훈

련’ 심보다는 ‘학습’ 심 체제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 합

한 농업 인 자원개발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교

육․훈련, 컨설 , 학습조직, 개인학습 등 학습 로그램을 제공하는 기

의 로그램 운  략, 그리고 정부의 농업 인 자원개발 정책의 방향 설

정에 길잡이가 되고 나아가 농업인들이 문성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기 바

란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지 사례 조사에 성의를 다하여 조해 주신 농업

인들, 농업인 학습기  계자들 그리고 농업인 학습 실태  요구 조사를 

행해  리서치 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자문 원으

로서 연구 반에 조언을 주신 서울 학교의 김진모 교수님과 농림부 김휴

 사무 께 감사를 드린다.

2007. 12.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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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농업 인 자원의 문성 개발을 학습의 에서 활성화시키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해 농업인 학습 련 이론 고찰, 

학습 련 제도와 문제  분석, 학습 실태와 요구 분석, 그리고 국내외 

련 사례 조사를 하 다. 

  농업인 학습 련 이론 고찰을 통해 농업 인 자원개발에 있어 학습이 

왜 요하며, 농업인들이 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

천하는지에 한 연구의 을 정립하 다. 

  농업인 학습 련 제도 황과 문제 을 분석한 결과, 학습 경험을 제공

하거나 지원해주는 기 들의 문성이 부족하고, 학습 경험의 조직․운

에 있어 장성이 부족하여, 기   로그램 간의 차별화  연계가 부

족하고, 학습기 들의 학습 여건이 미흡하여, 교육․훈련 이외의 학습유형

은 아직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 다.

  농업인의 학습 실태와 요구를 분석한 결과, 농업인 다수가 학습에 참

여하고 있지만 이  과반수가 참여 상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 장

애는 시간부족과 같은 상황요인, 로그램 내용의 부 , 시기․장소의 

부 , 홍보 부족과 같은 기 요인, 그리고 자신감 부족과 같은 개인요인

에 의해 발생하 다. 농업인들은 경제 분야 학습을 원했지만, 실제로는 기

술 분야가 학습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었다. 농업인들은 문가와 함께하는 

장 심 인 학습을 원했지만 실은 그 지 못했다. 다양한 학습을 시

도한 농업인이 학습 활용도도 높았다. 농업인들은 교육․훈련을 문성 개

발의 수단으로 가장 선호하고 있었지만 평소에는 개인학습에 많이 의존하

고 있었다. 농업인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학습 실천의 장애요인이었다. 한편, 농업인들은 농품목뿐만 아니라 

농 경력․규모․능력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농가유형에 따라 다른 학

습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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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학습 련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 농업인 학습 활성화를 해서 

농업인의 장 요구를 반 한 로그램 구성, 교육․훈련과 연계된 학습 

활동의 제공, 담당자의 문성과 헌신성 확보, 학습자의 학습과 농에 

한 태도 개선, 학습내용의 표 화, 생산자 단체의 학습 역할 강화, 학습자

에 의한 기  평가 강화, 온라인 학습 콘텐츠 구축과 학습 련 종합 정보

의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를 토 로 농업 인 자원개발을 한 학습 활성

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 다. 농업 인 자원개발을 한 

학습 활성화의 기본방향을 “보다 많은 농업인들의 학습 참여를 진하고, 

참여한 농업인들은 다양한 학습유형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농 장에서 극 으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한 세부 추진방안은 학습 참여 

활성화, 다양한 학습 방식(활동)의 활성화, 학습 실천의 활성화 그리고 학

습 활성화의 기반 조성 등 네 개 부문 총 15개 과제로 제시하 다.

  학습 참여 진을 한 과제로 ① 공 자와 수요자 간의 신뢰 계 형성, 

② 학습 로그램 홍보 강화, ③ 농업인 학습의 가치 홍보 강화 등 세 과제

를 제시하 다. 농업인의 다양한 학습활동의 활성화를 한 과제로 ④ 학

습 로그램 운 ․지원 인력의 문성 개발, ⑤ 블 디드 러닝 활성화, ⑥ 

농업능력표  개발․보 ․활용, ⑦ 학습 로그램 간 연계 강화, ⑧ 학습

기 의 규모화 추진 등 다섯 과제를 제시하 다. 농업인의 학습 실천 활성

화를 한 과제로 ⑨ 경  련 학습 로그램 강화,  ⑩ 실행조직 단  학

습 강화, ⑪ 학습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 세 과제를 제시하 다. 그리고 

농업인의 학습 ‘참여→학습→실천’  과정의 활성화를 한 기반 조성을 

한 과제로 ⑫ 농품목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근, ⑬ 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⑭ 수요자에 의한 기 평가 강화, ⑮ ‘농업인 자원개발지원센터’

(가칭) 설립 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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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o Enhance Farmers' Learning and On-Farm 
Implemen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trategies to enhance farmers' 
learning and on-farm implementa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carried 
out literature reviews on farmer learning and transfer theory; an analysis 
of farmer learning related services and policies; a survey of 485 farmers 
on learning characteristics and needs; and a cas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best practices of farmer learning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pproaches of other industries.
   Based on the reviews and analyses, this study developed strategies to 
enhance farmer learning and on-farm implementation, including a basic di-
rection and fifteen specific steps. 
   The basic direction is that more farmers should be promoted to partic-
ipate in learning programs such as education and training, learning organ-
ization, expert consulting, and informal learning such as discussion with 
peer farmers, reading agricultural books, newspapers or magazines, internet 
searching, etc.; participating farmers should be provided with more various 
forms of learning resources to have access to best contents, anywhere, and 
anytime; and more learning outcomes of farmers should be implemented on 
their farms.
   The specific steps to foster farmers' learning and practice include the 
following: ① develop a trusting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program pro-
viders and participants; ② strengthen the public relations of farmer learn-
ing programs; ③ promote the value of farmer learning; ④ develop  the 
competences of HRD practitioners and facilitators in farmer learning in-
stitutes; ⑤ activate "Blended-Learning"; ⑥ develop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for agriculture; ⑦ indicate various learning pathways after train-
ing courses; ⑧ consolidate small learning institutes; ⑨ stimulate learning 



vi

programs on farm management; ⑩ encourage learning by on-farm im-
plementing units; ⑪ equip farmers with a learning map and a farm busi-
ness plan; ⑫ encourage  learning activities customized by farming levels 
and careers; ⑬ galvanize the learning network among farmers 
(organizations), learning institutes, and the government; ⑭ strengthen the 
participants' evaluation of farmer learning institutes; and ⑮ set up an agri-
cultur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Researchers: Sang-jin Ma, Kyung-eun Choi
E-mail address: msj@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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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 필요성

  인 자원개발의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그 방법론과 련하여 두되는 

요한 화두 의 하나는 ‘교육․훈련’에서 ‘학습’으로의 환이다. 지식과 

기술의 속한 변화로 특정 기 이 수업이라는 형식을 빌려 특정한 방향으

로 역량 개발을 개하는 공 자 심의 교육․훈련보다는, 자신의 성과개

선을 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수요자 

심의 학습이 더 효과 인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다. 학습의 에서 보

면 교육․훈련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여러 방법 에 하나일 뿐이다.

  아무리 수요자 심성을 강조하더라도 교육․훈련은 부분 집체 으로 

이루어지기에 개별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 많

은 비용을 들여 개별화된 교육․훈련이 제공된다고 해도 기본 으로 이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해결책의 시간  성은 떨어지고, 그에 따라 지식

과 기술의 장 용성도 역시 낮기 마련이다. 특히 장에서는 기술수

이 일반 인 것보다 특수하면서도 시 한 것일수록 교육․훈련 이외의 수

단에 더 의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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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이미 기업교육 분야에서는 지식경 의 도래와 함께 근로자들

의 문성 신장에 있어 교육․훈련보다는 ‘ 로젝트 심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문제 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 ‘실천 학습

(Action-Learning)', ‘웹기반 학습 (Web-based Learning)’, ‘이러닝(e-Learning)’,

‘모바일 러닝(M-Learning)’, ‘블 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등 수요자 

심의 학습에 을 둔 다양한 근을 시도하고 있다. 

  인 자원의 효과 인 역량 개발을 해서, 우리 농업분야도 학습의 

에서 농업인의 문성 개발을 보다 포 으로 근할 필요가 있다. 재 

농업인들의 문성 개발과 련하여 농림부 탁 기간, 농 진흥기 , 농

 등을 주축으로 한 기  주도의 교육․훈련 활동과 농가 컨설 , 그밖에 

다양한 형태의 주도 는 농업인 주도의 학습조직 등이 이루어지고 있

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습의 에서 농업인들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다

양한 문성 개발 활동의 실태가 악되지 못한 상황이고, 일부 교육․훈

련이나 컨설  외에는 이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2. 연구 목

  이 연구는 농업 인 자원의 문성 개발을 학습의 에서 활성화시키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구체 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 학습 련 이론을 정리한다.

  둘째, 농업인 학습 련 제도와 문제 을 분석한다.

  셋째, 농업인의 학습 실태와 요구를 분석한다.

  넷째, 농업인 학습 련 사례를 고찰한다.

  다섯째, 농업 인 자원개발을 한 학습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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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방법

  이 연구는 농업인 학습 련 이론 고찰, 학습 련 제도와 문제  분석, 

학습 실태와 요구 분석, 그리고 국내외 련 사례 조사를 토 로 농업인의 

학습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를 해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 조사, 문가 의회 등의 연구방법을 사

용하 다<그림 1-1>. 

  제2장에서는 농업인 학습 련 이론을 고찰하 다. 인 자원개발과 학습

의 계, 그리고 농업인이 학습을 하고 그 결과를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 참여, 학습 방식, 학습 실천 등으로 구분하고 련 선행연구와 이론을 

고찰하 다. 이를 통해 농업 인 자원개발에 있어 학습의 요성을 조명하

고, 농업인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장에 용하는 과정

에 한 연구의 을 정리하 다.

  제3장에서는 농업인 학습 련 제도를 분석하 다. 농업인이 장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 련 제도를 학습유형에 따라 크게 교육․훈련, 학습조

직, 문가자문, 개인학습 등으로 나 어 그 황을 분석하고 선행연구 고

찰  련자 면  조사 등을 통해 문제 을 도출하 다.

  제4장에서는 농업인 학습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 다. 련 이론 고찰  

련 제도 분석 그리고 련 문가  농업인들의 검토를 거쳐 개발된 질

문지를 가지고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 표본농가  농품목에 

따라 유의할당법으로 선정한 485명의 농업인(70세 이하)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결과 확보된 자료를 통해 농업인들의 교육․

훈련, 학습조직, 문가자문, 개인학습 등에 있어 학습 참여, 학습 방식, 학

습 실천의 실태와 련 요구를 분석하 다.

  제5장에서는 농업인 학습과 련한 국내외 련 사례를 고찰하 다. 문

헌 조사  일부 지 조사를 통해 국내 농업인들의 학습 우수 사례, 선진 

농업국의 농업인 학습 우수 사례, 그리고 비농업분야의 근로자 학습 지원 

정책 사례를 고찰하여, 농업인 학습 활성화를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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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제6장에서는 농업 인 자원개발을 한 학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련 이론 고찰, 련 제도  문제  분석, 련 실태와 요구 분석, 련 

사례 분석 결과를 토 로 연구자가 개발한 방안을 문가 의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 다. 방안은 농업 인 자원개발을 한 학습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이를 추진하기 한 세부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4. 선행 연구 고찰

  농업인 학습과 련하여 수행된 주요 선행 연구들을 요약하면 <표 1-1>

과 같다. 

  정명채 등(1991)은 ｢농업 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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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행 농업인력 양성체계를 분석하고 농가단 의 후계자 확보방향, 농업

계 학교 교육 개선과 후계인력 확보 책, 비정규 교육․훈련을 통한 후계

자 확보와 업농 육성 책, 농업기술 학  농업사 추진방향, 산학 력

조직을 통한 지역농업인력 양성 책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김정호(1997)는 ｢농업경 체의 경 개선 활동 지원시책에 한 연구｣에

서 농업인의 경 상담실태  컨설  수요 조사, 농 지도사업의 실태, 

소기업진흥공단의 경 지도실태, 일본의 농업경 개선 지원활동 실태 등

의 조사를 토 로 농업경 개선 지원시책을 제시하 다. 

  오세익 등(2000)은 ｢농업기술보 체계  장 향 평가｣에서 농업기술

보 의 의의  유형, 농업기술보 체계의 변화와 성격을 고찰하고, 농업

기술보 사업  농업기술보 조직의 지방분산화에 한 농민과 지도공무

원의 평가를 분석하고, 보 기술별 지도방법  수단에 한 실태와 국제

인 농업지도사업 상업화 동향을 분석하여 농업기술보 사업의 개선방안

을 제시하 다.

  안덕  등(2001)은 ｢농업인력 확보  육성방안 연구｣에서 기존 문농

업인력육성 체제를 평가하고, 이를 토 로 체계  문농업인력 육성방안, 

농업노동력 부족 해결방안, 농업인 교육훈련 발 방안, 지도기  컨설  

활성화  민간 컨설 과의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하 다. 

  고순철 등(2005)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효율  운 방안｣ 연구

에서 농업생산자 조직화의 의의와 농업생산자 조직의 변화와 특성을 고찰

하고, 생산자 조직 황 조사를 토 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발  과

제를 제시하 다.

  나승일 등(2005)은 ｢수요자 맞춤형 교육 로그램 모델  평가지표 개발｣

연구에서 농업인 교육기   로그램 실태 진단, 농업인 교육수요와 요

구 분석을 토 로 품목별 교육목표, 교육 상, 교육내용,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된 수요자 맞춤형 교육 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농업인 교육기   

로그램 유형에 따른 교육평가 지표를 제시하 다. 

  마상진 등(2005)은 ｢농업인력의 문성 제고를 한 교육․훈련 로그

램 개선방안｣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로그램 진단과 농업인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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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 한 요구 분석을 토 로 새로운 교육․훈련 로그램은 원하

는 농업인이라면 구나, 최고의 내용을, 최고의 문가로부터, 재 소에

서 최 의 방법으로 경험하여 농 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농업능력개발 표  개발, 블 디드 러닝 체제 도입 등을 포함

하는 농업인 교육․훈련 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가장 최근에 수행된 김진모 등(2006)의 ｢농어업인 교육정책 신｣ 연구

에서는 농업인 수요조사  농업인 교육기 에 한 평가 결과를 토 로 

농업인 교육정책 신체계를 설정하고 교육 신을 한 략과제별 실행계

획을 제시하 다. 특히 이들은 실행계획에서 농업정책과 농업교육정책의 

략  연계 시스템 구축, 농업인 학습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하 는데, 농

업인 학습시스템은 농업인 멘토링, 문가상담 시스템, 학습상담 컨설  

시스템 등의 도입을 주장하 다.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부 문가자문(컨설 )을 다룬 연

구(김정호 1997, 김정호 등 2000, 안덕  등 2000)와 학습조직을 다룬 연

구(고순철 등 2005)도 있었지만, 부분 집체식 교육․훈련을 심으로 농

업인의 문성 개발 방안을 연구하 다. 일부 개선방안을 학습의 에서 

제시한 연구(마상진 등, 2005; 김진모 등 2006)도 있지만, 학습 련 이론 

고찰이나 제도 분석, 실태 조사 등을 체계 으로 실시한 것을 토 로 제시

하기보다는 아직 선언 인 수 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인 자원개발의 에서 학습의 요성을 검하고, 농업인 

학습 련 이론에 한 고찰을 토 로 교육․훈련, 학습조직, 문가자문, 

그리고 개인학습 등 다양한 농업인의 학습유형과 련한 제도를 분석하고, 

련 실태  요구, 국내외 농업  비농업분야 련 사례 분석을 통해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 농업인 

문성 개발을 바라보는 에서 차이(집체식 교육․훈련 ↔ 학습)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각 연구에서 개별 으로 다루었던 교육․훈련, 학습조직, 

문가자문, 개인학습 등의 농업인 문성 개발유형(학습유형)들이 이 연

구에서는 종합 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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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제목 주요 연구내용

정명채 등

(1990)

농 인력의 체

계  육성방안

-농업인력의 감소와 그 향

-농업인력 확보방안

-농업인력 육성방안

정명채 등

(1991)

농업 문인력

의 확보와 교

육훈련에 한 

연구

- 행 농업인력 양성체계

-농가단 의 후계자 확보방향

-농업계 학교 교육 개선과 후계

인력 확보 책

-비정규 교육․훈련을 통한 후

계자 확보와 업농 육성 책

-농업기술 학  농업사 추진

방향

-산학 력조직을 통한 지역농업

인력 양성

윤호섭 등

(1992)

농업인력의 확

보 유지  교

육훈련 방안

-농업노동력 수  황  망

-농업노동력의 증가․감소 구조 

분석

-농어민후계자사업의 개선방향

-외국의 농업인력정책

-농업계 학교교육의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한 농업인력 확보방안

-농민의 능력 배양을 한 교육

훈련  지도방향

김정호

(1997)

농업경 체의 

경 개선 활동 

지원시책에 

한 연구

-농업인의 경 상담실태  컨

설  수요 조사

-농 지도사업의 실태

- 소기업진흥공단의 경 지도

실태

-일본의 농업경 개선 지원활동 

실태

-농업경 개선 지원시책

이용환 등

(2000)

21C 신지식 농

업인화 방안 

 교육․훈련 

연구

-지식기반사회의 지식농업

-신지식농업인의 개념, 역할, 특성

-신지식농업인 평가 차  기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한 교

육․훈련방안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한 지

원 책

오세익 등

(2000)

농업기술보

체계  장

향 평가

-농업기술보 의 의의  유형

-농업기술보 체계의 변화와 성격

-농업기술보 에 한 평가

-농업기술보 조직의 지방분산화

-보 기술별 지도방법  수단

의 분석

-국제 인 농업지도사업 상업화

김정호 등

(2000)

농업경  컨설

 체계 발

방안

-농업경  컨설 의 성격과 추

진체계

-농업경  컨설  지원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외국의 농업컨설  사례분석

-농업경  컨설  체계정립과 

산업  육성방안

표 1-1.  농업인 학습 련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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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연구제목 주요 연구내용

안덕  등

(2001)

농업인력 확보 

 육성방안 연

구

-기존 문농업인력육성 체제 

평가

-체계  문농업인력 육성방

안 정립

-농업노동력 부족 황  해결

방안

-농업인 교육훈련 발 방안

-지도기  컨설  활성화  민

간 컨설 과의 연계 모색

정철  등

(2001)

21세기 지식기

반 농업을 한 

농업인력 육성 

방안

-농업인력 구조  농업여건의 

변화

-지식기반 농업에서의 농업인

력의 자질

-우리나라 농업인력 육성 실태

-선진 농업국가들의 농업인력체계

-농업인력 육성의 발 방향

박문호 등

(2003)

농업인 민간

탁 교육훈련의 

실태와 발 방

안

-농업인력 육성정책  교육사

업 황

-농업인 민간 탁 교육의 실태

와 문제

-EU의 사례와 시사

-농업인 민간 탁 교육의 발

방안 

강 구 등

(2004)

농업인력 구조

변화에 따른 정

농업인력 육

성방안 연구

-농업인력 육성  지원 황 분석

-선진국의 농업인력 육성  지

원 황 

-신규 농업인력 육성 책

-농업인에 한 경 신 지원

책

-농업인력  구조개편, 지원방안 

제시

고순철 등

(2005)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효

율  운 방안

-농업생산자 조직화의 의의와 

-농업생산자 조직의 변화와 특성

-생산자 조직 황 조사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발  

과제

나승일 등

(2005)

수요자맞춤형 

교육 로그램 

개발

-농업인 교육기   로그램 

실태

-농업인 교육수요와 요구

-농업인 교육요구에 따른 로

그램 개발

마상진 등

(2005)

농업인력의 

문성 제고를 

한 교육․훈련 

로그램 개선

방안

-농업인 교육․훈련 로그램 

진단

-농업인 교육․훈련 로그램

에 한 요구 분석

-농업인 교육․훈련 로그램 

개선방안 제시

김진모 등

(2006)

농어업인 

교육정책 신

-농업인 교육평가 결과

-농업인 교육정책 신체계 설정

-교육 신을 한 략과제별 

실행계획

(표 1-1 계속)



농업 인 자원개발과 학습  제2장

  농업 인 자원개발에 있어 학습이 왜 요하며, 농업인들이 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고, 학습한 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한 이론  고찰을 

하 다. 특히 농업인 학습 련 이론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참여→ 학습→ 실천’으로 구분하여 고찰하 다. 

1. 인 자원개발과 학습의 계

  인 자원개발의 개념과 인 자원개발에서 학습의 요성 검토를 통해 

인 자원개발과 학습의 계를 고찰하 다.

1.1.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인 자원개발은 인류의 역사 이래 인간과 함께 존재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인 자원개발이란 용어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비교  최근

의 일이다. 1960년  Shultz가 물  자본, 융 자본과 동일 선상에서 요

한 투자 분야로 인 자본(human capital)을 설정해야 함을 강조한 이래 등

장한 개념이다. 사람이 기껏해야 노동자를 생산의 한 요소인 ‘노동’ 내지 

체 가능한 부속품 정도의 존재에서 ‘자본’의 반열에 올린 이후에 이에 

한 투자를 정교화시켜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70년  미국의 Nadler가 학문 으로 처음 “특정 기간의 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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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된 행동 운 과 구성원 행동의 변화를 설계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고 개념화를 시도한 이래, McLagan(1989), Swanson(1994), McLean 등

(2001)의 인 자원개발 련 권  있는 학자들의 서로 다른 개념 정의가 

있었고, 21세기를 후하여 국가  차원의 인 자원개발이 활발히 논의되

면서 국가별로 다양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졌다.

  인 자원개발과 련한 다양한 개념 정의를 종합해 보면, 의로는 ‘한 

조직 내에서 직무성과의 향상 가능성  조직과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증

시키기 하여 개인 개발(Individual Development), 경력 개발(Career 

Development), 조직 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을 통합한 의도 이

고 계획 이며 조직 인 학습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의로는 ‘기존 조

직차원의 교육․훈련․발 을 시한 차원에서 확 되어 국가차원에서 기

능력, 기술력, 정보력, 도덕  성숙 등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인

자원의 효율  개발과 활용을 한 국가․사회  제반 노력’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이무근 2003). 

1.2. 인적자원개발에서 학습의 중요성

  최근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사람의 가능성을 개발하는 활동으로

서 인 자원개발은 산업화 시기와는  다른 근 방식을 취한다. 기

의 인 자원개발은 주로 `과학  리'를 주장하는 테일러주의(Taylorism)

와 측가능한 행동의 변화를 시하는 행동주의(Behaviorism)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의도한 목표 설정, 이를 달성하기 한 행동 설계, 그에 따른 

경험의 달, 그리고 결과의 확인과 피드백 등의 과정은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curriculum)을 통해 교육(education)1이란 이름으로2, 회사나 공장에서

1
 교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의의 개념으로 정의내릴 수도 있

지만 여기에서는 학 를 부여하는 형식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만을 의미하는 

의의 개념으로 보았다.
2
 Schultz가 인 자본론을 처음 제기할 당시, 그가 의미한 투자 명은 학교교육의 

경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육성할 것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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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개념의 변화 → 시형(just-in-time) 학습 환경 요구

◦ 공간, 거리 개념의 변화 → 온라인(on-line) 교육 강화

◦ 속도 개념의 변화 → 이러닝(e-learning)의 불가피성

◦ 화 방식의 변화 → 사이버 학습공동체 형성

◦ 네트워크의 력 → 거미형 인재의 요성 증가

그림 2-1.  디지털 시 의 인 자원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송 수. 2001. ｢디지털 시 의 e-Learning 추진 략과 방향｣.

는 로그램(program)을 통해 훈련(training)이라는 이름으로 인 자원개발

이 행해졌다. 

  하지만, 지식기반사회․디지털 시 의 도래와 더불어 인 자원개발에 

있어 시간, 공간, 거리, 소득의 개념이 바 고, 네트워크의 요성이 강조

되면서, 인 자원개발은 이 과는 다른 근 방식을 취한다<그림 2-1>. 특

정 기 에 의해 수업이라는 체계화된 경험 단 를 빌어 특정한 방향으로 

역량 개발을 개하는 공 자 심의 ‘교육․훈련(education & training)’에

서, “자신의 성과 개선을 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모든 활동”

을 의미하는 수요자 심의 ‘학습(learning)’(Rosenberg 2001)으로 근 방

식이 바 다.

  정보를 처리하여 실천 가능한 지식으로 환하는 인간의 내부과정을 의

미하는 학습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교육과 훈련이 가진 한계에서 비롯

된다. 세상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육이나 훈련의 목표를 미

리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고 순서와 차에 따라 체계 으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이미 늦다. 군가 먹여주는 것을 받아먹는 식의 교육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보다 즉각 인 장의 문제를 해결하면

서 배움으로써, 주어진 목표를 넘어서 미래에 닥칠 상황에 비해야 한다. 

그리고 동료들과 력할 수 있는 계 능력이 필요하고, 빠르게 정보를 습

득하여 공유하는 것이 요하다. 새로운 문제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르는 것이 강조된다. 학습의 주체로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발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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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의미와 그 쓰임새를 발견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의 에서 보면 

교육이나 훈련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여러 방법 의 하나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2. 농업인의 학습 참여

  농업인이 왜 학습에 참여하며, 무엇이 이를 가로막는지를 학습동기와 학

습참여 장애요인으로 나 어 고찰하 다. 

2.1. 학습동기

  인간이 특정 사회  행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심리  원인, 즉 동기는 내

재  측면과 외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행동 그 자체가 주

는 즐거움 때문에 그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다

른 정신 , 물질  보상 때문에 행동을 하기도 한다(Morgan 1983). 성인이  

학습을 하는 원인 역시 이 연장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학습을 함으로

써 얻게 되는 이해, 깨달음 자체가 좋아서 학습을 하는가 하면, 학습을 통

해 얻어지는 사회 계 형성이나 실 문제의 해결과 그에 따른 명 나 경

제  보상을 원하여 학습을 하기도 한다. Houle(1963)은 성인이 교육에 참

여하는 동기를 목표지향, 활동지향, 학습지향으로, Sheffied(1964)는 개인

 목표지향, 범사회  목표지향, 요구수행지향으로, Burgess(1971)는 알고

자하는 욕구, 개인  목표도달 욕구, 사회  목표도달 욕구, 종교  욕구, 

도피의 욕구, 사회참여 욕구, 형식  욕구로, Boshier(1971)는 인지  흥미, 

사회  복지, 사회  , 도피/자극으로, Morstain 등(1977)은 사회  

계, 외부  기  충족, 사회  복지, 문성 증 , 도 /자극, 인지  흥미 

등으로 학습동기를 구분하고 있다(김진화, 정지웅 198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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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학습과 련한 일부 선행 연구에서도 농업인의 학습동기를 구

체 으로 조사하 다. 먼  김진화 등(1989)은 ‘농민교육참여모형’을 개발

하면서 농기술습득, 농문제해결과 소득증 와 같은 목표지향 동기, 사

회 계 형성, 정보교류 등과 같은 활동지향 동기, 배우는 자체가 즐거운 것

과 같은 학습지향 동기, 강제 참여나 다른 사람 신 참여 등과 같은 형식

 동기 등으로 구분하고, 이 에서 목표지향 동기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

다. 한편 Kilpatrick 등(1999)이 호주 농업인의 학습을 조사한 연구를 통

해 농업인들은 농가 효율성(business efficiency) 개선, 법률 인 요구(legal 

requirement) 충족, 농가 자생력(business viability) 개선, 새로운 정보나 지

식․기술 습득, 개인 개발(personal development), 사회 계 형성(build 

relation- ship) 등의 이유로 학습을 하며, 이 에서도 농가 효율성, 자생력 

개선 등이 가장 큰 학습동기를 형성한다고 보고하 다. 

2.2. 참여 장애요인

  학습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두 학습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으로 학습에 몰입하고 는 조직의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에 상황요인, 기

요인, 개인성향요인 등이 작용한다(Cross 1981; Emmalou Van Tilberg 

1992; 마상진 2006). 학습에 필요한 경제  비용이나 시간과 장소가 기본

으로 확보되지 못할 경우 동기화된 학습자라도 학습을 할 수가 없게 되

는데, 이와 같이 개인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은 요한 학습 참여의 장애 

는 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기 이나 조

직의 문제로 학습이 발생하지 못할 수 있다. 학습 로그램에 한 홍보가 

제 로 되지 못해 학습자가 로그램 개설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학습 로그램이 개설되었지만 개설 시기나 장소가 매우 불편하고, 수 이 

개인에게 맞지 않는 경우, 강사나 로그램 진행 방식이 개인에게 맞지 않

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학습자로서 자신에 

한 부정 인 태도와 인식 역시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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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성별 등의 이유로 내용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는 학습 부 응이

나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근본 으로 선호하는 성향이 이에 해당한

다. 

  Kilpatrick 등(1999)이 실제 농업인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

사한 결과에 의하면 가장 큰 요인은 비용, 장소(거리) 등의 상황요인이었

다. 다음으로는 교육시간 의 부 성, 주제의 성 부족, 강사의 신뢰

성, 지나치게 긴 코스, 따분한 강의 내용 등 기 요인과 많은 나이, 자신감 

부족과 같은 개인 문제 역시 요한 이유 다. 정상택(2005)이 최고농업경

자과정 학습자의 교육 참여 해요인을 조사한 결과, 시간 부족, 정보 부

족, 로그램의 부 , 학습 부 응 등이 요한 요인이었다.  마상진

(2006)이 개인요인을 심으로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가장 큰 향력을 미쳤고, 이밖에 농수

, 생산자 조직 활동 유무, 농품목, 취농형태(승계농, 창업농) 등도 교

육․훈련 참여와 련성이 있었다. 즉, 상 으로 은 농업인보다는 고

령 농업인이, 농수 이 낮은 농업인, 생산자 조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농업인, 수익작물보다는 식량작물과 같은 통 인 품목을 경 하는 농업

인, 창업농보다는 승계농이 상 으로 교육․훈련의 참여가 조하 다. 

김진모 등(2006)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업인이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시간 부족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소가 멀어서, 참여해봤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안내 정보가 없어서, 수 에 맞는 로그램이 없어

서 등의 응답이 많았다. 

3. 농업인의 학습 방식

  농업인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학습유형과 학습내용으로 나 어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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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습유형

  성인이 새로운 정보, 지식, 태도를 습득하는 경로(pathway)나 자원

(resource)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 으로 학습을 하는 유형이 얼마나 의도

(intentional)이고 계획 (planned)인 것이냐3에 따라 크게 형식 (formal) 

학습, 비형식 (non-formal) 학습, 무형식 (informal) 학습으로 나뉜다. 형

식  학습은 일반 으로 엄 한 학사 리를 하는 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기

의 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제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습을 의미하

고, 비형식  학습은 사회단체와 같은 특정 심사를 다루는 기 을 통해 

특정 내용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습을 의미한다. 반면 무형식

 학습은 ‘우발  학습(incidental learning)'이라고 하여 일상의 생활에서 

계획되거나 조직되지 않은 학습을 의미한다. 

  농업인 학습형식과 련하여 Bamberry 등(1997)은 학이나 직업교육․

훈련 기  등에서 실시하는 구조화되고 인증된 코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

습을 형식 학습, 장견학, 세미나, 컨퍼런스 등과 같은 다양한 농 지도 

조직의 로그램, 문가나 다른 농업인, 미디어, 경험과 찰4, 농업인 조

직을 통한 학습을 무형식 학습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Kilpatrick 등

(1999)은 농업인의 학습원을 크게 집단으로 조직화된 학습을 경험하는 교

육․훈련과 개인 단 로 덜 조직화된 학습을 경험하는 무형식 학습으로 나

고 있다. 교육․훈련에는 장견학(field days)․세미나․워크 , 농업인 

학습조직(farmer-directed groups), 훈련코스(training course) 등이 포함되고, 

무형식 학습에는 문가(experts), 다른 농업인(other farmer), 경험․ 찰․

미디어(experience, observation and the media) 등이 포함된다. 

3
 구체 으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계,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 교수자와 학습

자의 의도성, 계획과 구조화의 정도, 평가와 인증의 정도 등 20여 가지 요인들

이 학습 방식의 구분에 작용한다(Colley 등 2002).
4
 농업 외 활동으로부터의 경험, 문가와의 공동 연구활동, 타 농가  외국 견학 

등이 포함된다.



농업 인 자원개발과 학습16

그림 2-2.  농업인 학습유형의 형식 분류 

a) 문가자문, 학습조직이 특정 기 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농업인에 

의해 자발 으로 실시되는 경우는 무형식 학습으로 볼 수 있음.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농업인의 학습유형  농업 련 학력이나 학  

취득을 해 학생의 신분으로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과 학의 과정을 이수

하는 경우는 형식  학습, 농림부 탁 기 , 농 진흥기 , 농 , 학 등

이 개설한 장․단기 연수(교육․훈련)나 이들이 주 하는 학습조직이나 

문가자문(컨설 ) 서비스는 비형식  학습, 농일상에서의 이웃 농가와 

의, 련 잡지나 서  구독,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정보 취득 등은 무형

식  학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2-2>. 

  Hawkins 등(1974)은 농업인이 농과 련한 학습에서 가장 효과 이라

고 생각하는 학습유형은 실제  경험(practical experience)이고, 그 다음 다

른 농업인의 생각이나 조언(ideas and advice from other farmers), 문가

(professionals)의 생각이나 조언, 독서(reading)를 통한 생각, 인증된 코스를 

통한 일제 형식 교육(formal education: full-time study in accr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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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s and short courses) 순이었다. 김정호 등(2000)이 농업인들의 경

개선을 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련 책자

(30.0%), 문가 상담(24.0%), 교육 연수(21.4%), 기 방문(18.6%) 등의 순

이었다. 강창용 등(2000)은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 인 학습(교육) 

방법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인 기술의 경우 강의를 선호하지만, 특수한 기

술의 경우는 장실습을, 시 한 기술의 경우 화나 팩스, 컴퓨터를 통한 

학습을 선호한다고 보고하 다. 김진모 등(2006)이 농업인이 선호하는 학

습유형을 조사한 결과, 문가자문, 교육․훈련, 학습조직, 개인학습의 순

이었다. Kilpatrick 등(1998)은 농업인들이 일반 으로 형식 학습보다는 무

형식 학습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농업인들은 독립성과 자기충족감을 원

하고, 상황에 특화된 학습을 희망한다.  평소 학습자로서 훈련에 한 자

신감이 부족하여 이왕이면 낯선 강사보다 익숙한 자원으로부터의 정보 취

득을 선호하고, 자신들의 신념에 의문을 제시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2. 학습내용

  일반 성인들은 형식, 비형식, 무형식의 학습을 통해 직업, 교양, 사회활

동, 취미․오락, 건강․보건, 학력인정, 자기계발 등 다양한 련 분야에 

하여 학습한다. 직업 련 분야로 학습내용을 한정할 때 농업인의 학습

내용은 농 장에서의 구체 인 활동과 련이 깊다. 

  농활동의 내용은 가장 간단하게는 기술 인(technical) 것, 경제 인 

(economic) 것, 사회-조직 인(social-organizational) 것으로 나  수 있다

(Leeuwis 2004). 기술  활동은 가축과 작물의 생산, 수확, 장 등과 련

된 활동이고, 경제  활동은 농축산물의 마 과 자 의 리와 련된 

활동이며, 사회-조직  활동은 기술 이고, 경제 인 농활동을 하면서 

맺게 되는 각종 인간 계와 련된 활동이다. 이를 Farmbis(2007)는 자연

자원, 생산, 마 , 경 , 재정, 인력 등 6개 역으로, NESFI(1999)는 생

산  자연 자원, 장비와 시설, 농장 인 라, 재배․사육, 마 , 기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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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 계획, 경 리, 경 검토, 농가인력, 가족과 지역사회 계, 문성 

개발 등으로,  RTCA(1993)는 재배, 농기반․시설, 생산체제, 마 , 경

계획개발․실행․검토, 경 략, 경 리, 자 리, 인력조직․ 리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표 2-1>.

Leeuwis
(2004)

FarmBis
(2007)

NESFI
(1999)

RTCA
(1993)

기술
Technical

자연자원
Natural 
Resource

생산  자연자원
Production & Natural
Resource

시설  자원 리
Manage physical & 
Natural Resources 생산체제 

리
Manage 
the 
production 
System

장비와 시설
Tools, Equipment &
Supplies

농장 인 라
Farm Infrastructure

생산
Production

사육
Raise Livestock

사육 리
Manage Livestock 
production

재배
Raise Crops

재배 리
Manage the 
production of 
pasture and crops

경제
Economic

마
Marketing

마
Market Farm Product &
Service

마
Marketing Product

경
General 
Business 

경 기반조성
Setup Farm Business 경 계획 개발․실행․검토

Develop, Implement, and 
review a business plan경 계획

Plan Whole Farm

경 리
Manage Farm Business 

경 략
Review 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business

경 리
Administer the Business재정

Financial 경 검토
Review & Replan

자 리
Manage business capital

사회-조직
Social
-Organizati
onal 

인력
People

농가인력
Farm Labor Resource

인력 조직․ 리
Organize and Manage Human 
Resource

가족과 지역사회 계
Family & Community 
Relations

문성 개발
Pursue Education & 
Professional Development

표 2-1.  농업인 학습내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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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patrick 등(1999)이 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별로 선호하는 학습내용

을 조사한 결과, 형식 학습 가운데 새로운 정보․기술 획득․ 리 방법

(working with technology and information), 경 계획 개발․실행․검토, 

자 리, 마  등의 순으로 높았고, 무형식 학습 가운데 시설 리, 기

리, 재정 리, 인력 리에 한 학습요구가 높았다고 보고하 다. 김정호 

등(1997)이 농업인의 문지식  기술 요구를 조사한 결과, 경 분석, 시

장 매, 재배 리, 장․가공, 품목선정 등에 한 요구가 높았다. 마상진 

등(2005)이 농업인의 교육․훈련 요구를 조사한 결과, 계 별 농일손 수

계획 등과 련한 농일손 리, 최신 생산․유통 동향 악 등과 련

한 정보 획득, 농기계․시설 리, 재해 등과 같은 기 리  보험 등에 

한 요구가 높았다. 김진모 등(2006)이 농업인들이 평소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조사한 결과, 마 , 정보획득, 농일손 리, 경 리 

등이 많은 비 을 차지하 다. 

3.3. 학습 방식의 변화

  인간이 사용하는 학습 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학습 경험이 됨

에 따라 성숙되어가면서 변화한다(Daley 2001). 즉, 학습자가 보자에서 

문가로 발 해 갈수록 정보나 지식․기술의 단순 수혜자에서 벗어나 상

황과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성찰해 가며 통합 인 학습 략을 사용한다. 

심자일수록 가까운 동료나 선배의 학습 지원을 받는 일 일의 계  학

습 계를 맺지만, 학습이 진행되고 능력이 향상될수록 학습 계의 폭은 확

장되고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스스로 학습 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

게 된다. 문가 단계로 발 할수록 사용하는 지식의 종류 한 다양해진

다<표 2-2>. 심자는 정해진 차와 규칙을 익히는 것을 주된 과제로 하

지만, 문가가 될수록 지식은 보다 내면화되고 암묵 이 되며, 개념  지

식의 획득에서 차  지식의 학습으로 나아간다. 이와 더불어 체를 통

찰할 수 있는 략  지식을 획득하며 변화의 필요를 감지하고 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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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성찰  학습을 수행하는 것으로 발 한다(Smith 2003). 

  Kilpatrick 등(1999)은 농업인의 학습 방식(Learning Pattern)을 지역 심

형(local-focussed), 사람 심형(people-focused), 탐색형(outward looking), 

네트워크형(extensive network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역 심형은 오직 

동료 농업인이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 문가에게 학습 정보원을 의지

하는 유형이고, 사람 심형은 지역 심형이 하는 활동 외에도 추가 으로 

교육․훈련이나 농업인 학습조직 참여, 는 언론매체 활용 등 한 가지 학

습활동을 더 하는 농업인 유형이다. 탐색형은 지역 문가나 동료농민의 

자문과 교육․훈련, 학습조직, 언론매체 활용을 두 가지 이상 하는 유형이

고, 네트워크형은 이러한 학습자원 외에도 극 으로 다른 지역이나 외국

의 사례 견학, 문가와의 공동연구 등도 활용하는 유형이다. 

입직기 신입사원기 경력사원기

학습양식 지식 축 용 연결

요구되는 능력 수용하기 확장하기 환하기

조직 내 상 교육생 주변  참여자 심  참여자

학습 지향 조직원 독립  수행자 문가

주요학습유형 교육․훈련 장학습 네트워킹

학습 자율성 통제 제한 제한  확장

지식유형 내용  지식 차  지식 성찰 , 소재  지식5

표 2-2.  성인학습자의 경력에 따른 학습 방식의 변화

자료: 정연순. 2003. ｢정보통신분야 지식노동자의 직업능력학습과정 연구｣.

4. 농업인의 학습 실천*

  학습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성과에는 의도된 성과(intended outcomes)

5
 필요 정보가 어디에 구에게 있는지 아는 것(know who & where)을 의미한다.

* 이 에서 학습 실천이란 학습한 결과를 장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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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가 하면, 의도되지 않았던 상치 못한(unintended) 성과가 있다. 

한 학습을 통해 발생하는 명백한(manifest) 성과가 있는가 하면, 학습에 의

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 (latent) 성과도 있다(Boone 1985).6 직

업과 련한 학습 성과는 구체 으로 학습을 통한 만족감 는 자신감 향

상, 지식과 기술 수 의 향상, 장에서의 행동 변화, 소득 증  등 다양한 

수 을 통해 찰된다(Kirkpatrick 1994). 이 에서 무엇보다 학습과 련

한 가장 확실한 성과는 자신의 직무 장에서 학습한 내용을 용하는 것

이다(Holton 1995). 

  농업분야에서의 학습을 통한 행동(기술, 경제, 사회조직)변화에는 품종 

환, 양분 공 량이나 시기의 조 , 새로운 병해충  생 리 방식 도

입, 새로운 농기계나 시설 도입․확충, 농축산물 수확․가공․포장 방식의 

변경, 복합 농에서 특정 품목으로의 특화, 행농법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의 환, 농규모의 확 , 농자재, 사료 등 공 회사 변경, 농가와 소비자 

연결 체인의 단축, 동조합 설립을 통한 마  개선 등 개별 생산활동에

서부터, 경   사회 계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Leeuwis 2004).

  하지만 학습을 했다고 모두 행동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습이 

행동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향을 미친다. 일반

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요인과 개인이 속한 조직과 사회의 환경 요

인이 향을 미친다(김진모 1997). 농업인의 농 실천과 련하여 Leeuwis

등(2004)은 개인의 단 거(Evaluative Frame of Reference), 개인이 인식

한 환경의 효과성(Perceived Environmental Effectiveness), 자아효능감

(Self-Efficacy), 사회 계  인지된 사회 압력(Social Relations and Percei- 

ved Social Pressure) 요인이 향을 미친다고 하 다<그림 2-3>. 먼  ‘

단 거’ 요인은 실천에 한 추론의 바탕을 제공하는 것으로 새로운 행동

6 학습 성과는 좀더 복잡하게는 의도성(의도  성과, 우연  성과), 상수 (개인 

성과, 사회 성과), 시간수 (단기 성과, 장기 성과), 인간행동 역(인지  성과, 

정의  성과, 신체  성과, 사회  성과), 경로(직  성과, 간  성과)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김애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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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  
사회압력

단 거

농업인의 실천

사회환경 
효과성

자아
효능감

농업․환경
․사회의 피드백

역

사

 

맥

락

미

래

그림 2-3.  농업인의 실천 모형

자료: Leeuwis. C. 2004. Communication for Rural Innovation. 

으로 인해 상되는 기술․사회․경제  변화(기 , 결과), 그 가능성과 불

확실성( 험)에 한 인식,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개인의 가치성향 등이 이

에 해당한다.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환경의 효과성’ 요인에는 농업 련 지

원 네트워크7와 지역사회 조직과 같은 행동을 하는 데 향을 주는 환경의 

효과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아효능감’은 자신의 자원(노동, 자 , 토지 

등) 가동 능력, 자신의 기술과 능력, ‘ 단 거’의 타당성, 기 통제능력에 

한 인식을 의미한다. ‘사회 계  인지된 사회압력’ 요인에는 주변인(배

우자, 자녀, 친척, 마을이장 등)들의 기 와 희망에 한 인식, 다른 사람들

이 학습자의 행동변화를 설득하기 해 사용하는 각종 수단(보조 , 유통

망, 토지, 인 네트워크, 정보 등에 한 근/차단)에 한 인식과 그에 

한 가치 단이 포함된다. 

7
 농자재 공 조직, 유통조직, 정부의 가격정책, 도로망, 수리 계조직, 특수시설 

 서비스의 가용성, 융/신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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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ipative Technology Ltd(2002)는 농업인의 학습결과가 장에서 실

행되는 데 있어 작용하는 구체 인 진 는 방해요인으로 자기 인식

(Self-Awareness), 학습에 한 가치부여(Value of Learning), 요구에 기반

한 학습내용(Needs Focused Learning Content), 변화 리/ 략  사고

(Change Management / Strategic Thinking), 컴퓨터 기술 활용(Computer 

Technology Usage), 농업인과 학습 공 자의 계(Producer/Provider 

Relationship), 실행 지원(Implementation Support), 학습 인정(Learning 

Recognition) 등을 제시하 다<표 2-3>.

진 조건 방해 조건

① 자기 인식

∙명확하고, 건 한 자기 동질성, 분명한 

목표의식, 자신의 재 학습 능력에 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존 감이 낮은 경우,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결과의 이행이나 그에 따른 정 인 

결과에 하여 부정  태도를 가진다.

② 학습에 한 가치부여

∙학습의 장기  가치와 장에서의 소득간의 

시간 간격(Time Lag)을 인정할 때

∙자신 역 밖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새 

아이디어나 학습에 한 열망이 높을 때

∙학습에 있어 성취감과 성공에 한 믿음을 

느낄 때

∙정신 노동과 비교하여 육체 노동에 

상 으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기보다는 동료들에 

의해 검증된 재의 실천방식을 더 선호할 때

∙부정 인 자기 독백이 실행하려는 자신감과 

능력을 손상시킬 때

③ 요구에 기반한 학습내용

∙교육내용이 참가자의 분명한 경 이득에 

히 부합될 때

∙농업인의 맥락에서 학습이 흡수되고, 

통합되도록 훈련 설계가 이루어져 농업인의 

문제해결을 도와  때

∙훈련과정의 일환으로 실천 계획이 이루어져, 

농업인으로 하여  학습결과를 농장 실습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때

∙농업인의 요구나 흥미와 련한 교육의 

합성에 한 부 한 정보가 제공될 때

∙ 달되어지는 내용과 련하여 여러 경쟁 인 

異論이 있어 학습 결과에 하여 농업인이 

의구심을 가질 때

표 2-3.  농업인의 학습 실천 진․방해 요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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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변화 리/ 략  사고(Change Management / Strategic Thinking)

∙ 기와 장에서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기 리 략에 하여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학습결과의 실천을 지원해주는 자원 이용이 

가능할 때

∙동료 는 장 실천을 도모하는 여러 표  

(기 )과 벤치마킹이 가능할 때

∙새로운 정보를 자신의 농가 경 의 맥락에서 

탐색하고 융화시키는 능력과 함께, 사람, 생산, 

환경과 련한 진보 인 경 지향  사고를 

할 때

∙다양한 수 (단기/미시 ; 장기/거시 )의 

농가경 과 련한 의사결정을 연계시킬 때 

∙경 환경의 속한 변화가 새로운 방식의 

경 을 진할 때

∙변화에 항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때

∙경 상 가용한 재정 자원의 한계로 여러 

우선사항들이 고려 일 때

∙변화 실천의 이익을 결정해주는 외 인 

기 과 비교하여 재 실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없을 때

∙복합 인 정보에 근하고 이를 흡수하여 

알려진, 실천가능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일상의 농활동이 장기 인 략  사고보다 

더 가치가 높게 매겨질 때

∙경  환경의 격한 변화에 처할 수 없어, 

정신 으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무기력을 

느낄 때

⑤ 컴퓨터 기술 활용

∙농업인이 컴퓨터 사용을 즐기고, 련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컴퓨터 련 기술을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에 해 두려움을 느낄 때 

⑥ 농업인과 학습 공 자의 계

∙학습결과를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1 1 코칭이 

이루어질 때

∙학습공 자가 극 으로 농업인 조직 활동을 

지원할 때

∙신뢰 속에서 학습메시지가 달될 때 

∙학습을 조장하기보다는 형 인 강사 심의 

달방식이 유지될 때

∙경험 미숙이나 편견이 인지되어 훈련이 

농가와 직 으로 련되지 못할 때

⑦ 실행 지원

<농가내부>

∙학습결과의 이행에 있어 가족이나 농가 경  

구성원들의 지원이 있을 때

∙결과에 한 모니터링과 검토와 함께 실천 

계획이 후속 으로 개발될 때

<동료와 농산업계>

∙착수된 실천과 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를 

∙가족들의 무 심, 는 학습결과의 이행 

지원에 한 부정  태도

∙학습 결과를 실천하는 계획과 일정을 농가 

경 의 맥락에서 수립하는 조직수 의 능력 

부족

∙ 상을 유지하려는 타성과 동료들의 압력에 

(표 2-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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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고 인정해주는 동료 농업인, 강사, 

자문가의 상호작용과 지원이 유지될 때

∙필수 학습요소와 련한 농업인 학습 

표 (industry map)이 제공되어 범 한 

학습 범 가 지원될 때

∙농업인 학습을 농업계 체가 지원할 때

∙학습조직, 1 1 멘토링, 학습조언자, 학습지원 

네크워크 등의 형성과 련한 지속 인 

지원이 이루어 질 때

<지역사회>

∙자기개발, 리더십개발 코스 참가에 한 지지

∙지역사회 이득이 발생하는 각종 실천에 한 

지역사회의 책임 공유

  따른 의존 인 농업계의 풍토

∙오직 간수 이나 상 수 의 농업인들에게 

을 맞추고, 낮은 수 의 농업인들을 

무시하는 농업계의 풍토

∙농업계 내부의 교육에 한 지지 부족

∙학습과 실행의 연속성을 지지해  만한 지원 

자원을 얻을 수 없을 때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문가가 되기를 

기 하는 것

∙경 이나 농 시스템을 변화시키려 할 때 

따라붙는 불명 , 오욕

⑧ 학습 인정

∙학습 능력의 장 시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 패키지와 연계된 훈련

∙선행학습과 재 능력에 한 인정

∙ 기술 감사(skill audit) 체제의 부재

∙ 학습을 과정(process)이라기보다는 결과(an 

event)로 보는 시각

(표 2-3 계속)

자료: Participative Technology Ltd. 2002. Conditions Influencing On-Farm 

Implement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Outcomes. 



  



농업인 학습 련 제도  제3장

  농업인이 장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 련 제도를 학습유형에 따라 크

게 교육․훈련, 학습조직, 문가자문, 개인학습으로 나 어 그 황을 고

찰하고 문제 을 도출하 다.8

1. 교육․훈련

  농업인의 문성 제고를 한 다양한 학습 자원 에서도 가장 오랫동

안 공공 는 민간 부문을 통해 제공되어 왔고, 농업인들이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교육․훈련 로그램이다. 농업인 교육․훈련 로그램

은 크게 농림부가 농업 련 기 에 탁을 통해 제공하는 로그램, 농

진흥기 에서 제공하는 로그램, 농 이 제공하는 로그램, 공공기  

는 민간기  주  로그램으로 나  수 있다.

1.1. 농림부의 위탁 교육․훈련

  1980년 부터 농업인력 육성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농림부는 농업인

8 이 연구에서는 학 나 자격증 취득과정과 같은 형식 학습은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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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 업농 육성, 신지식 농업인 육성 등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그리

고 이러한 인력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농림부는 농 진흥기 을 주로 이

루어지던 농업인 교육․훈련과 별도로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 사업은 주로 문분야별 특성화된 공공 는 

민간기  탁으로 이루어진다.

  2007년 농림부의 농업인 교육계획에 의하면 “배워서 돈이 되는”, 농업인

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진 기술․

경 역량을 갖춘 정  농업인력 육성을 목표로 품목 문 교육, 경 ․리더

십 교육, 지역특성화 교육, 창업농 교육, 친환경농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품목 문 교육은 국한우 회 등 29개 품목단체를 통해서 제공되며 품

목별 고품질 생산기술, 안정성 리, 가공  마 , 농가 조직화 등을 주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 ․리더십 교육은 한국농업경 인연합회 등 

11개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제공되며, 시장환경변화, 농업회계․세무․노

무 리, 사업설계․투자결정  농신보․자  활용, 리더십 함양 등을 주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특성화교육은 2006년부터 지자체, 농 , 

학 등의 교육역량을 지역별로 결집함으로써 교육 추진의 시 지 제고를 

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경기, 강원, 경북 등 9개 도 지역교육 력체와 고

창, 남원, 장수 등 3개 시․군 지역교육 력체를 통해서 제공되며, 지역별 

특화 품목에 한 농업경 과 기술, 랜드 경쟁력 향상을 한 지역 농업 

조직화 등을 주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규후계농과 창업농 선정희망자 

등을 상으로 한 창업농 교육은 농업연수원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제공되며, 주 교육내용은 농정이해, 농업환경변화, 

경 이론, 자 활용기법, 장 경   기술 등이다. 친환경농업 교육은 농

과 학이나 농과 학 산하 사업단,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같은 친환경

농업단체를 통해 제공되며, 주 교육내용은 친환경농업기술, 친환경인증제

도, 이력추 제도 등이다. 농림부의 탁으로 2006년 말 기 으로 7만여 

명의 농업인이 교육․훈련을 받았다<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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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교육기 교육내용 교육인원(명)

품목

문교육

품목

단체

고품질 생산기술

안정성 리

가공  마

농가조직화

해

외

연

수

26,374

경 ․

리더십 

교육

농업인

단체

시장환경 변화 이해

농업회계․세무․노무 리

사업설계․투자결정  

농신보․자  활용

리더십 함양

26,935

지역특성화 

교육

지역교육

력체

지역 특화 품목별 농업 경   

장 기술

랜드 경쟁력 향상을 한 지역 

농업 조직화

13,027

창업농 

교육

농업연수원  

천안연암

농정이해, 농업환경변화

경 이론, 자 활용기법

장 경   기술

1,050

친환경

농업교육

학 

친환경

농업단체

친환경농업기술

친환경인증제도

이력추 제도

5,068

계 72,454

표 3-1.  농림부 탁 농업인 교육․훈련 로그램 황(2006년 말 기 ) 

자료: 농림부. 2007. 내부자료.

1.2. 농촌진흥기관의 교육․훈련

  1962년 농 진흥법의 발효로 시작된 이래 농 진흥기 에서는 투철한 

직업 과 기술능력을 갖춘 문 농업경 인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업인 문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

다.9 농 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총 139만여 

명(2005년 말 기 )의 농업인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농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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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서는 ‘소득작목 문기술 교육’ 등 7개 종류의 로그램을, 농업기술

원에서는 ‘지역 특화작목 교육’ 등 6개 종류의 로그램을, 시․군 농업기

술센터에서는 ‘새해 농설계 교육’ 등 10개 종류의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표 3-2>.

기 구분 교육내용 교육인원(명)

농 진흥청

(한국농업 학

기술연수부)

소득작목 문기술 교육

문농업인 교육

수출유통공개강좌

농기계 정비기능사교육

농업기계 산업기사교육

농업기계 정비수리 실기교육

농 여성지도자 교육

562

396

2,376

125

46

35

205

도 

농업기술원

(9개)

지역 특화작목 교육

문농업 정보교육

기계화 농사 교육

신규 취농인 농업기계 교육

농 여성 지도자 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19,930

5156

810

200

1,482

1,893

시․군 

농업기술센터

(159개)

새해 농설계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당면과제 장교육

특성화 농업경 자 교육

청소년 문교육

농업정보 활용교육

농기계 장이용 교육

농기계 교통안 보수교육

농 여성 과제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560,509

64,825

287,177

10,616

11,199

16,764

23,563

168,519

184,360

33,786

계 1,394,534

표 3-2.  농 진흥기 의 농업인 교육․훈련 로그램 황(2005년 말 기 ) 

자료: 농 진흥청. 2006. ｢농 지도사업보고서｣. 

9 농 진흥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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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협의 조합원 교육․훈련 

  1983년 10월 농 지도자교육원 설립을 시작으로 농 은 동조합운동 

확산을 한 핵심 사업으로 조합원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합원들

의 경 신  자립경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매년 130만 명의 조합원을 

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 의 조합원 교육은 크게 농

앙회 본부에서 방문 조합원을 상으로 이루어지는 방문 조합원 교육, 산

하 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원 소집교육, 지역본부․시군지부․지역조

합에서 이루어지는 장교육과 정보화 교육 등이 있다<표 3-3>. 

  방문 조합원 교육은 앙본부를 방문하는 농업인 조합원에 하여 농

업․농 ․농 에 한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원의 올바른 역할과 바

람직한 자세를 함양함으로써, 조합의 사업과 경 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목 이 있다.

  교육원 소집교육은 안성교육원, 창녕교육원, 경주환경농업교육원, 농

학산학 력교육원 등에 조합원을 소집하여 이루어진다. 교육원 교육은 

경쟁력을 갖춘 문농업인 육성, 조합원의 농  주인의식 고취, 동조합

운동정신에 투철한 동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을 

포함한 농기술과 경 , 동조합운  활성화 등과 련한 내용이 교육된

다.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인의 요구를 맞추기 한 농  장교육을 통해서 

농기술  농업경  교육, 농 운동  사업 교육, 생활  기타 교육이 

이루어진다(농  2006). 농기술  농업경 교육은 조합원 농가의 주체

 농 활동을 진하고 지원하는 제반 교육활동으로 신지식 농업교육, 

농산물 유통교육, 유통 문가 양성교육 등이 있다. 농 운동  사업교육

은 조합원에게 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조합에 한 참여정신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활동으로 동조합 활성화 교육, 조합원․임

직원 합동교육 등을 실시한다. 생활  기타교육은 농업인 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 생활환경을 보다 윤택하게 개선하기 한 교육활동으로 

조합단 의 정보화 교육, 부녀교실, 노인 학과 시군단 의 연합주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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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지역 교육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화 교육에

서는 단기과정을 통해 컴퓨터 활용, 인터넷 활용, 유통정보 활용 등을, 

기과정을 통해서는 경 회계 소 트웨어, 자상거래 등의 교육을 제공한

다.

교육기 교육내용 교육인원(명)

방문

조합원

교육

앙본부 농업․농 ․농  이해 10,671

교육원 

소집교육

안성교육원, 창녕교

육원, 경주환경농업

교육원, 농  산학

력교육원

농기술경 , 친환경농업기술, 

친환경  소비자, 동조합운

활성화, 기타(최고농업경 자

과정 등)

27,970

장

교육

지역본부(연 1회)

시군지부(연 6회)

지역조합(연 6회)

농업경  개선  마

농업인 리더  도시소비자 교육

조합 이․감사 의원 교육

생활․문화․복지 등

1,311,126a

정보화 

교육

지역조합

(교육사무소)

컴퓨터/인터넷 활용

농업정보활용

경 ․회계 S/W

2,775

합       계 1,352,542

표 3-3.  농 의 조합원 교육․훈련 로그램 황(2006년) 

a) 상반기 교육인원(659,563명)의 2배 값임.

자료: 농 . 2007. 농업인의 희망: 교육으로 열어갑니다. 

1.4. 기타

  농 진흥기  주 , 농림부 탁, 농  주 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외에 지방자치단체, 농과 학, 농업 련 공공기   민간기 에서 자체

으로 기획하여 제공하는 교육․훈련 로그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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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산하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앞서 소개된 농

진흥청 차원에서 통 으로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해오던 교육․훈련 

이외에 6개월에서 1년 단 의 비교  장기 인 교육․훈련 로그램인 농

업인 학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 재 47개 학이 운 이며, 이

를 통해 약 3천여 명의 농업인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표 3-4>.

지역 학명 교육 과정
교육인원

(명)

경

기

․

강

원

양평군 환경농업 학 문농업, 기 농업, 농산가공 120

남양주 그린농업 학 채소, 과수, 농업, 그린농업 150

양주시 BIO농업인 학 원 경 , 생활농업 90

여주군 Best Rice 40

포천시 그린농업 학 그린농업 50

안성시 녹색농업 학 유통마 55

용인시 ACE그린 학 최고농업, 그린생활 80

가평군 클린농업 학 생명농업 49

원주시 농업인 학 배, 복숭아 85

강화군 농업 학 식량작물, 원 , 완 공 , 축산 120

농업 학원 농업, 벤처농업 40

충

청

옥천군 포도 학 포도 40

괴산군 고추 학 고추 30

보은군 추 학 추 30

동군 포도클러스터 포도 30

청원군 벤처 학 농업경 100

당진군 농업인 학 배 50

아산시 농민 학 103

논산시 딸기산업 학 딸기 25

산군 인삼약 학 인삼 40

연기군 농업아카데미 복숭아 40

청양군 고추 학 고추 48

홍성군 친환경농업 학 친환경농업 34

태안군 농 과정 농 68

표 3-4.  농업인 학 황(2007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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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학명 교육 과정
교육인원

(명)

라

부안군 벤처농업 학 친환경고품질한우생산 102

고창군 농 개발 학
특산품개발, 농 , 고추마
, 농업리더과

160

완주군 친환경농업 학 친환경농업 40

김제시 김제지평선 학 농업경 자 50

진안군 환경농업 학 친환경농업 63

무주군 유기농반 친환경농업 50

라남도 생명농업 학 벼, 소득작목 60

여수시 친환경 학 친환경과정 40

순천시 친환경농업 학 과수, 채소, 친환경농업 110

장흥군 농업인 학 생약 55

고흥군 특성화농업경 자 학 유자 60

강진군 녹색문화 학 농 52

경

상

양군 환경농업 학 친환경농업 44

경주시 농업 학 한우 67

주시 농업 학 인삼 48

천시 농업 학 한우 48

상주시 농업 학 식량작물, 과수 59

문경시 사과 학 사과 136

경산시 복숭아아카데미 복숭아 90

청도군 청도반시아카데미 감 40

화군 환경농업 학 친환경농업 45

울진군 친환경녹색 학 친환경농업 41

합천군 미래농업 학 축산, 원 ․특작 60

제  주 친환경농업 학 친환경농업지도자과정 90

(표 3-4 계속)

자료: 농 진흥청. 2007. 내부자료.

  민간 자체 으로 이루어지는 표 인 교육․훈련 로그램으로는 43년

의 역사를 가진 (사) 국농업기술자 회의 농민 학과 개설된 지 6년의 비

교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스타 농업인을 많이 배출한 한국벤처농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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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년 장기 교육․훈련 로그램이 있다. (사) 국농업기술자 회에서 

1965년부터 시작한 농민 학 로그램은 순수 자체 기획에 의해 운 된

다.10 농민 학은 선도농업인이나 귀농 정자 등을 상으로 주로 겨울철 

농한기에 앙 회에서 이루어지는 겨울농민 학(농업기술자양성과정)과 

지방 회를 심으로 지역별로 농사철에 이루어지는 지방농민 학(농업기

술지도자양성과정)이 있다. 2006년에는 겨울농민 학에서 ‘고품질친환경

수도작과정’ 등 7개 과정이 운 되어 239명이 교육을 이수했고11, 충청북

도 등 9개 지역에서 지방농민 학이 운 되어 393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한국벤처농업 학은 정부에 의존하는 농업이 아니라 농업인의 자발  참

여를 유도하여 개개인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 으로 

2001년 산에 설립되었다. 한국벤처농업 학에서는 ‘디지털 시 의 경

략’, ‘인터넷 쇼핑몰 성공 략’, ‘포장디자인 략’, ‘e-마 ’, ‘고객

리’, ‘사업 략’, ‘성공하는 리더십’ 등 농업 생산기술보다는 경 과 마

에 련한 성공 략을 1년 과정(월 1회, 1박 2일 교육)으로 집 으로 교

육하고 있다. 이 학에서는 매년 10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지 까지 6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최고농업경 자과정은 1993년 서울 학교 농과 학을 시 로 운 되고 

있는 로그램으로, 농업경 인들로 하여  농 발 을 한 사회, 경제, 

정책, 문화, 정보 등 종합 인 내용을 학습하게 하여 농 발 의 추 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도력, 경 능력, 농업정보, 농업기술 등을 습득 배양

할 목 으로 개설되었다. 2006년 재 한농 , 한경 , 농 , 성균 , 

강원 , 강릉 , 상지 , 충북 , 건국 , 충남 , 공주 , 단국 , 북 , 

남 , 순천 , 목포 , 경북 , 안동 , 경상 , 진주산업 , 양 , 제주

 등 22개 학에서 최고농업경 자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10 (사) 국농업기술자 회에서는 2007년에도 ‘도농녹색교류 학’ 등 6개 로그

램을 운 하고 있으며, 이들 로그램의 경우 운  재정을 농림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다.
11 43여 년 동안 계속 실시하여 지 까지 40,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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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농업 련 공공기 에서도 자체 으로 농업인 교육․훈련 로

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농업연수원에서는 농정시책, 한국농 공사의 교육

원에서는 첨단유리온실경 재배기술과 친환경벼재배기술을, 농수산물유통

공사에서는 농산물 유통, 그리고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는 농업경 정

보와 련한 교육․훈련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5. 문제점

  농업인 교육․훈련에 한 선행 연구(안덕  등 2001; 정철  등 2001; 

박문호 2003; 강 구 등 2004;  마상진 등 2005; 나승일 등 2005; 김진모 

등 2006)와 농업인, 정부 정책 담당자, 교육․훈련 기 의 담당자 인터뷰

를 토 로 몇 가지 문제 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농업인 교육․훈련 기  간의 조가 미흡하 다. 재 농업계 

학, 생산자 단체, 농 진흥기 , 농 , 공공단체, 문 교육․훈련기  등  

다양한 기 들을 통해 농업인 교육․훈련 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교육․훈련 로그램 운 과 련한 요구조사․기획․개발․실행․평가 

과정상 교육․훈련 기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

다. 

  둘째, 농업인 교육․훈련 기 별 특성화가 미흡하 다. 기 별로 개설되

어 있는 교육훈련 로그램이 유사하고 내용 수  역시 차별화가 덜 되어 

있었다. 

  셋째, 농업인 교육․훈련 내용과 운 상의 장성이 부족하 다. 부분

의 농업인 교육․훈련 로그램이 농업인 학습자에 한 충분한 요구 조사

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개발․운 되고 있다 보니, 실습보다는 이론교

육에 치우치고, 교육장이 농 장과 동떨어지거나 교육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농업인 교육․훈련 담당자의 문성이 부족하 다. 농업인 교육․

훈련기 에는 부분 교육․훈련 련 공자는 거의 없고, 기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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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을 문 으로 담당하는 인력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교

육․훈련 담당자가 교육․훈련 업무 외에도 기타 일반 행정 업무를 처리해

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교육․훈련과 련한 자기 계발 기회

는 매우 제한 이었다.

  다섯째, 농업인 교육․훈련 기 의 교육여건이 미흡하 다. 부분의 농

업인 교육․훈련 기 들은 자체 교육․훈련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

하고 다른 기 의 시설․장비를 임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험․실

습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운 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었다. 

2. 학습조직

  농업인들은 농과 련되어 있는 다양한 조직을 통해 비형식 는 무

형식 학습을 한다. 품목별 연구모임, 작목반, 기타 농업인 단체, 품목 단체, 

농업 법인 등의 학습조직에 하여 고찰하 다.

2.1. 품목별 연구모임

  품목별 연구모임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주도하에 조직된 농업인 학습

조직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동일한 품목을 경 하는 농업인들의 학습조직

을 통해 개별 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집단 지도사업 추진을 통

한 지도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자율 인 

과제교육 활동을 통하여 신기술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 경 을 통

해 고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 에 기여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국 으로 2,801개 조직(2005년 기 )에 114,798명이 가입되어 있

으며, 품목별로는 원 작물이 가장 많다<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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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식량
작물

특용
작물

원
작물

축 산
생활
개선

가공
기타

계

조직수
315

(11.2)

325

(11.6)

1,353

(48.3)

440

(15.7)

166

(6.0)

202

(7.2)

2,801

(100)

회원수
15,783

(13.7)

11,114

(9.7)

53,193

(46.3)

19,267

(16.8)

5,240

(4.6%

10,201

(8.9)

114,798

(100)

평  균

회원수
50.1 34.2 39.3 43.8 31.6 50.5 41.0 

표 3-5.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황(2005년 기 ) 

단 : 개, 명 (%)

 

자료: 농 진흥청. 2005. 내부자료.

2.2. 작목반

  작목반은 우리나라 농업이 상업화가 시작된 1970년  부터 주산단지

를 심으로 농산물 공동 매를 목 으로 농 에 의해 조직되고 지원되어 

온 생산자 조직이다. 이 조직은 거주 지역 는 경지집단별로 동일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개별 경 을 유지하면서 동생산과 공동출하를 

통한 농가소득 증 를 목 으로 조직된 기  생산자 조직으로 규정지울 수 

있다. 하지만 발  단계에서 우리나라 농업이 처한 상황에 한 응을 통

해 그 성격 규정에 많은 혼란이 있어 왔다(최찬호 1992).

  1982년까지의 작목반 육성지원체계는 작목반 조직을 기 , 일반, 선진 

조직의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기 조직은 조직

구성이 미흡한 조직으로서 주로 지도자 발굴  구성원 교육에 을 두

었다. 일반조직은 구성 되어 있으나, 사업 활동이 미진하여 사업개발과 

장지도의 강화에 을 두었다. 선진 조직은 잘 구성되어 있고 사업 활동

이 활발한 조직으로 자율  운 을 한 자   자재지원에 을 맞췄

다. 이후 3단계 조직 구분은 다시 일반과 선진작목반 2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고, 1983년에는 조직구성, 조직운 , 조합과의 계열화 정도 등에 따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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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반 일부를 동출하반으로 구성하 다. 2003년도에는 부실 작목반 약 

4,682곳을 폭 정비한 바 있다.  

  2007년 1월 재, 품목별 작목반 수는 16,868개로 이  채소류 작목반

이 39.6%, 과수류 작목반이 29.3%로 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반원 수는 25명 내외이다<표 3-6>.

채소류 과수류 식량작물 축산류
화훼특작
기타

계

반  수
6,583

(39.6)

4,938

(29.3)

2,900

(17.2)

995

(5.9)

1,442

(8.6)

16,858

(100.0)

반원수
163,051

(38.3)

135,717

(31.9)

73,638

(17.3)

23,337

(5.5)

30,003

(7.0)

425,746

(100.0)

평  균 

반원수
24.8 27.5 25.4 23.5 20.8 25.3

표 3-6.  작목반 황(2007년 1월 기 )

단 : 개, 명 (%)

자료: 농 앙회. 2007. 내부자료.

2.3. 기타

  품목별 연구모임이나 작목반 외에 교육이나 학습이 일차 인 목 이 아

닐지라도, 일정 규모의 농업인들이 집단 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

하면서 수시로 의견교환을 가지는 모임도 넓은 의미의 학습조직으로 볼 수 

있다. 농업인 단체, 품목 단체, 품목 조합, 농조합법인, 농업 생산․가

공․유통사업․ 농 행 분야의 농업회사법인, 새마을 농회12, 농 4-H

회13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표 3-7><표 3-8><표 3-9>. 

12
 40,119개(2004년 말)(농업통계연감, 2005)

13 630개(회원 8,183명)(2004년 말)(농업통계연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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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국

농민단체

의회
a

(18개)

농가주부모임 국연합회, 한양계 회,  한양돈 회, 생활개선

앙회, 우리마늘양 지키기  국운동본부,  국버섯생산자 회, 

국새농민회, 국한우 회, 한국 농원 회, 한국농 지도자 앙

연합회, 한국민속채소생산자 회, 한국4-H본부, 한국사이버농업인

연합회, 한국 업농 앙연합회, 한국양록 회, 한국양 회, 한

국오리 회, 한국포도회

농민

연합
b

(11개)

한국농 지도자 앙연합회, 새농민회, 국농민회총연맹, 국농업

기술자 회, 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

우 회, 한국농업경 인 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앙연합회, 한

국4-H본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표 3-7.  농업인 단체 황

a) 농민단체 간의 상호교류와 력을 통해 농민의 지  향상과 농민단체의 공동과제를 해

결함으로써 농업의 안정 인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2001년 3월에 발족

b) 농민단체 간 단결과 력을 통해 농업, 농 의 유지발 과 농민의 지  향상, 나아가 

사회진보와 인류공동체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2006년 3월에 발족

자료: http://www.kfcca.or.kr/, http://www.kcfm.or.kr/

품목(단체명)

자

조

 

조

성

축산

(5개)

한우( 국한우 회), 낙농(한국낙농육우 회), 양계( 한양계 회), 양

록(한국양록 회), 양돈( 한양돈 회)

채소

(7개)

리카(한국 리카생산자자조회), 겨울배추(겨울배추생산자단체

의회), 고랭지채소(고랭지채소 국 의회), 양 (한국양 생산자

의회), 가지(한국가지생산자 의회), 당근(한국당근생산자 의회), 토

마토(한국토마토생산자 의회)

원

(10개)

감귤(제주감귤 의회), 단감(한국단감생산자 의회), 시설포도(한국포

도회), 사과·배(한국과수농 연합회), 노지포도(한국포도생산자 의

회), 참다래(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농조합법인), 난· 화·분화(한국

화훼생산자 의회)

기타

(7개)

(한국 업농 앙연합회), 친환경농업(환경농업단체연합회), 복숭

아( 국복숭아생산자 의회), 양 (한국양 회), 버섯( 국버섯생산

자 회), 인삼(한국인삼경작자 의회), 오리(한국오리 회)

표 3-8.  품목별 단체조직 황(2006년 3월 기 )

자료: 농림부. 2006.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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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사업유형 법인당
평  균
종사자농업생산

a
가공 매 유통 매

 농  업
b

 서비스
기    타
사업수입

계
3,657 

(100.0)

1,520 

(41.6)

529 

(14.5)

624 

(17.1)

312 

(8.5)

672

(18.4)
8.6

농조합
3,066

(100.0)

1,256

(41.0)

462

(15.1)

570

(18.6)

152

(5.0)

626

(20.4)
8.2

농업회사
591

(100.0)

264

(44.7)

67

(11.3)

54

(9.1)

160

(27.1)

46

(7.8)
10.8

표 3-9.  농업법인 사업체 황

단  : 개, 명 (%)

a) 농업생산은 작물재배  축산이 포함되었음.

b) 농업서비스는 농 행이 포함되었음.

1) 농업법인 『출자자 개별운 』사업체는 제외.

자료: 통계청. 2007. 2006년 기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결과.

2.4. 문제점

  고순철 등(2005)이 품목별 연구회 운 과 련하여, 연구회 임원 선출의 

비민주성, 회원 가입 차상의 문제, 회원들 간의 의견 불일치, 의사결정의 

비신속성, 회원 간의 역할 분담, 운  자 의 부족과 같은 회원 리와 련

한 문제, 그리고 상  단 의 연합 조직의 부재, 연구 모임의 장기 비  부

재, 지원 정책이나 제도의 미비, 유통이나 매 등에 한 안 부족, 담당

자의 문성 부족 등을 지 하 다. 

  연구자가 농업인, 학습조직 담당자와 인터뷰한 결과 비자발 인 학습조

직 운 과 담당자들의 문성 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작목반이나 품목별 연구회와 같이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학습조직은 부분 농 이나 농업기술센터 주도로 비자발 으로 조

직이 구성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부분 형식 으로만 운 되고 학습조

직으로서의 기능을 제 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습을 진해

야할 담당자가 여러 품목의 학습 모임을 담당하다 보니 학습 모임의 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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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을 제 로 하고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담당자의 련 품목 세부 

분야에 한 문성이 농업인들보다 낮고, 학습 모임 운 상 발생하는 여

러 문제에 심을 가질 시간 역시 부족한 실정이었다. 

3. 문가자문(컨설 )

  농업인들은 문컨설  회사, 농자재(종자, 사료, 약품, 기계, 설비) 회사 

직원이나 상인, 련 회나 단체 계자, 품목 련연구소 연구원, 농업기

술센터 지도사․연구사, 농 (축 ) 계자, 유통 상인․회사, 학교수, 수

의사, 민간 문가(경 인/회계사/법조인), 그리고 선도농가와의 공식  

는 비공식  을 통해 학습을 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농림부

의 탁 기 에 의한 농업경 컨설 , 농 진흥기 에 의한 농가경 컨설

, 농 에 의한 컨설  등으로 나 어 고찰하 다.

3.1. 농림부 위탁 기관에 의한 농업경영컨설팅

  농림부의 농업경 컨설  지원은 농어 발 특별조치법14의 농림수산경

정보의 제공에 한 내용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시작하 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경 신을 지원하고, 농업투자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존을 탈피하여 자기 신능력을 갖춘 농업경

주체를 육성하고, 컨설 서비스 민간공 기반을 정비․강화하고 농가의 

컨설  수요를 발하여 장기 으로 자율  시장 기구에 의한 컨설  추

진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1999년도에는 220개 경 체(개별농가 혹은 농업법인)에 한 지원사업

14 1999년 2월부터 농업․농 기본법에 흡수된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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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규모 6억 7천만 원)으로 시작한 것이, 2006년에는 937개 경 체( 산

규모 86억 4천만 원)로 확 되었다. 

  컨설  지원 상 경 체는 원 ․특작 농가(법인), 축산농가(법인), 국

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 공동마  조직, 산지유통 문조

직, APC(산지유통센터), RPC(미곡종합처리장), 업농, 지역농업클러스

터, 농 , 친환경(유기)농업, 원 ․특작분야  축산분야의 개별농가 

는 법인체로서 선정 상 농가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15 

사후 검․지도는 시․도(시․군) 담당 공무원과 농민단체 계자로 검

반을 구성하여 샘 링한 컨설  농가를 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농

림부는 농축산물 랜드 컨설  사업도 추진하는데, 시․도가 선정한 랜

드 경 체에 해 민간 문상담원이나 문 컨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

여 컨설 을 실시하고 있다.

3.2. 농촌진흥청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

  농 지도기 의 농업컨설 은 ’96년부터 도입된 벤치마킹 지도기법을 

기 로 하여 ’98년부터 표 진단표의 개발 활용으로 본격화되었다. 개별농

가가 자신의 경 상황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품목별 표 진단

표를 이용하여 농업인 개별 경 수 이 어느 정도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더 발 할 수 있는지 생산에서 매에 이르기까지 과정별로 세 하게 진단

하여 경 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 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요 품목의 표 진단표에 의한 진단결과를 목표 리 정보시스템에 데이

터베이스화하여 지속 으로 리함과 동시에 농가의 경 진단결과에 따라 

개별상담, 장 지도를 한다. 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하기 어

15 원 ․특작은 3,000㎡ 이상, 가공은 매출액 2억원 이상, 한우․젖소는 50두 이

상, 돼지는 1천 두 이상, 양계는 2만 수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

가는 농 진흥청의 농가경 컨설 에서 담당토록 유도하거나, 공동컨설  단  

조직을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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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사항이나 보다 심도 있는 컨설 을 희망하는 농가에 해서는 도 농

업기술원에 교수, 연구원  선도농가 등으로 구성된 역 문컨설 16

을 통하여 농가경 컨설 을 서비스한다<그림 3-1>. 

  이와 같은 농업경 컨설 의 효과  실천을 해 분야별 문지도사들

의 모임인 42개 분야별 문지도연구회에 소속된 농 지도사가 심이 되

어 1․100 지도활동, 즉 1명의 지도공무원이 순차 으로 100명의 농업인

을 우선하여 책임 지도하는 목표 리 체제로 운 되고 있다<표 3-10>.

그림 3-1.  농 진흥기 에 의한 농가경 컨설  추진체계 

<농업기술센터>  ◦ 분야별 기 컨설  운
 ◦ 기 진단  경 개선 처방
 ㅇ 경 ․기술 지도  상담기 컨설

↑↓

<농업기술원>  ◦ 문컨설  운
 ◦ 기  컨설  서비스 지원
 ◦ 도  시․군 컨설 요원 교육

역 문컨설

↑↓

<농 진흥청>  ◦ 컨설  기법  자료개발 보
 ◦ 기   문 컨설  운  지원컨설 략 수립, 지원

구분
도별 실 (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기타 계

1회차 171 259 630 913 605 782 253 158 229 4,000

2회차 73 95 242 395 202 442 118 38 42 1,647

3회차 50 43 127 255 130 184 57 42 41 929

계 244 354 872 1,308 807 1,224 371 196 271 5,647

표 3-10.  농 진흥기 에 의한 농가경 컨설  실 (2006년 말 기 )

자료: 농 진흥청. 2007. 내부자료. 

16
 2006년 재 역컨설 은 115개  878명의 요원, 기 컨설 은 769개  

3,398명의 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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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농협에 의한 컨설팅 

  농 은 문가의 경 진단을 통해 농업경 인의 경 애로 극복을 지원

하고 새로운 경 기법을 농가에 보 하기 해, 선도농업인, 외부 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단  ‘농업경 컨설 지원단’을 운 하고 있다. 농업경

컨설 은 2000년 지역본부단 에서 30개소에 해 시범 으로 실시한 

이래, 2001년에는 시․군 지부까지 확 하여 855건을 실시하 고, 2002년

에는 회원농 으로 컨설  실시 단 를 확 하여 총 5,688건을 실시하

다. 2003년에는 개별농가 단 에서 벗어나 작목반 심으로 컨설  역량을 

집 하여 총 5,970건, 2005년에는 8,122건의 컨설 을 실시하 다<표 

3-11>.

  한 농 은 농업인들이 재무  경 리 분야에 해서도 체계 인 

컨설 을 지원하고자 농업 융컨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컨설  이

용을 희망하는 농가가 국농 사무소나 농업 융정보센터17를 통해 신청

하면, 무료로 문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컨설 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농 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 앙단 에 축산컨설 부와 

지역본부에 컨설  담 인력을 배치하고, ‘축산사이버컨설 ’을 개설하여 

년도
농품목 (건)

계
채소 과수 화훼 특작 기타

2001

2002

2003

2004

2005

318

2,200

2,421

2,121

2,784

205

1,597

1,385

1,481

2,383

142

1,024

908

862

1,108

190

847

1,256

1,176

1,757

855

5,688

5,970

5,640

8,122

표 3-11.  농 에 의한 컨설  황 

자료: 농 . 2006. ｢농 연감｣.

17 홈페이지 http://farmloan.nonghy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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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종에 하여 축산 경   사양 리, 가축

방역  생, 축사시설  환경 문제 등을 종합 으로 지원하고 있다.

3.4. 기타

  이 밖에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 공사 등의 공기업과 종묘, 사료, 농

약 등의 업체에서 업종별 특성화된 컨설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컨설

은 부분 자신들이 주도하는 업무나 생산하는 품목의 과 연계한 서

비스 차원의 기술  경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의 

패키지화된 농업컨설 이라기보다는 부분  컨설 이라 할 수 있다. 를 

들면 농수산물유통공사 경북지사에서는 수출유망품목인 미니 토마토 수출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 확 를 한 효율 인 지원책을 강구하

기 해 구미시 등 계기 과 합동으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 농

가를 상으로 한 이동수출컨설 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배기술 

 수확후 품질 리, 식물검역, 해외시장 개척분야에 한 기술지도와 함

께 장에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동안 궁 했던 첨단기술에 

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 밖에 사료회사들은 생산 사료의 을 겸

한 활발한 경 리 컨설 을 하며, 농약회사나 종묘회사에서도 자사 생산 

물품의  심으로 부분  컨설 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농과

학에서 “농업정보 119” 는 농업테크노피아 등을 통해 일부 교수진이 개

별 으로 연구 수행 는 컨설턴트로서 을 이루어 농업컨설 을 하는 경

우도 있다. 

3.5. 문제점

  농업인 문가자문과 련한 선행 연구와 농업인, 정부 정책 담당자, 컨

설  기 의 담당자 인터뷰를 토 로 다음과 같은 문제 을 도출하 다.



농업인 학습 련 제도  47

  많은 농업인들이 문가자문을 원하지만 이와 련하여 제 로 된 안내 

정보가 없어, 어떤 지식과 기술을 어떤 문가로부터 어떻게 자문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농림부의 탁 형태로 운 되는 농업경 컨설 의 

경우, 분야별로 특성화된 농업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장 경험과 역

량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한 컨설  업체가 해당 지역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지역 실정에 맞는 컨설 을 하지 못

하고, 지리 으로 컨설턴트와 농가가 무 떨어져 있어 이들의 장 방문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낮은 컨설  비용으로 컨설 의 질이 업체

의 의욕에 따라 달라진다는 도 문제 다. 농 진흥기 에 의한 농가경

컨설 의 경우, 비록 소 농가에 을 맞추고 있지만 마 과 연계된 

통합 인 농가경  컨설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생산기술 지도 심으로 

이루어졌다. 한 련 문가 부족으로 수  높은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

는 문제가 있었다. 

4. 개인학습

  교육․훈련, 학습조직, 문가 조직 외에 무형식의 학습으로 농업인이 

어떤 기 이나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 인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학

습 정보원이 있다. 이웃 농가, 인터넷이나 TV와 라디오, 농업 련 신문이

나 잡지와 서 , 련 회의․세미나․ 시회 등은 그 표 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농업인 학습과 련한 인터넷 사이트는 앞서 교육․훈련, 학습조직, 

문가 상담 등을 다루면서 언 된 기 의 사이트도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이

들 기 에서 제공하는 학습 정보를 통합 으로 제공하는 통합농업교육정

보시스템이 표 이다<그림 3-2>. 



농업인 학습 련 제도48

그림 3-2.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자료: http://www.agriedu.net

  TV나 라디오 로그램은 일부 고정 으로 편성된 로그램18도 있지만, 

부분 가변 이고 이슈 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농

업 문방송인 한국농림수산방송(ATV)은 이러한 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한국농림수산방송은 농업인들의 라이 사이클에 맞춰 새벽 5시부터 방송

이 시작되며, 농업정책정보, 교육정보, 친환경농업정보, 통일농업정보, 도

농교류, 기타 교양 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12>. 

  이 밖에 농업 련 신문에는 농민신문, 농수축산신문, 축산신문, 한국농

어민신문, 농축유통신문, 업농신문, 원 산업신문, 한국임업신문, 한국농

기계신문, 버섯정보신문, 한국농정신문, 농업정보신문, 농업인신문 등 13종

( 국농업기술자 회 2005)이 있고, 농업 련 잡지에는 (사) 국귀농운동

본부에서 발간하는 ‘귀농통문’ 등 60여 종이 있다<표 3-13>.

18 KBS 1라디오의 ‘농수산정책진단’, 주 FM 방송국의 ‘ 농교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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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월(10. 1) 화(10. 2) 수(10. 3)

5

00 스쿠바리포트

  (원시바다의 화려한 생태 발리카삭)

30 원 치료

  (벤자민 고무나무)

50 ATV특선만화(짱이의 하루)

00 스쿠바리포트

  (마크로의 천국 아닐라오)

30 아트 라워

  (화훼 재배와 유통)

50 ATV특선만화(짱이의 하루)

00 신어부사시사

  (서민의 추억 갈치)

30 건강식품박람회

(2006건강식품 박람회)

6
10 별난세상 별난사람(생존)

25 한의학과 함께 하는 건강보감

   1회

15 별난세상, 별난사람(박애)

45 ATV가 만난사람

  (GS&J이정환)

20 웰빙 실내조경(야생화 정원)

40 희망이 꽃피는 마을

  (충북소  벌랏마을)

7

00 신어부사시사

  (어물  이 달라졌다)

30 으뜸 농산물 시회

  (2006 으뜸 농산물 시회)

10 신어부사시사

  (21세기 해양 개척자들)

50 ATV열린농정

  (유기농세미나 1부)

15 ATV해외 특선드라마

  (빨간머리앤 후속이야기 5회)

40 과학 농으로 가는 농업의 

   재발견 1회

8

20 웰빙 실내조경

  (미니정원, 옹기)

40 희망이 꽃피는 마을

  (단양 한드미 마을)

15 로리스트

  ( 나무를 이용한 퓨 방식)

45 희망이 꽃피는 마을

  (충북진천 명심마을)

00 스쿠바리포트(나이트록스축제)

30 원 치료( 음 죽)

50 ATV특선만화(짱이의 하루)

9

15 ATV해외 특선드라마

  (빨간머리앤 후속이야기 4회)

40 과학 농으로 가는 농업의 재발견 

3회

10 ATV해외특선드라마

  (빨간머리앤 후속이야기 5회)

40 외국인과 함께하는 주말

   농 체험1 회

10 별난세상 별난사람(모험)

25 한의학과 함께 하는 건강보감

   1회

10

00 스쿠바리포트

  (원시바다의 화려한생태 발리카삭)

30 원 치료(벤자민 고무나무)

50 ATV특선만화 (짱이의 하루)

00 스쿠바리포트

  (마크로의 천국 아닐라오)

30 아트 라워(화홰 재배와 유통)

50 ATV특선만화(짱이의 하루)

00 신어부사시사(서민의 추억 갈치)

30 건강식품박람회

(2006건강식품 박람회)

11
10 별난세상 별난사람(생존)

25 한의학과 함께 하는 건강보감 1회

15 별난세상, 별난사람(박애)

45 ATV가 만난사람

  (GS&J이정환)

20 웰빙 실내조경(야생화 정원)

40 희망이 꽃피는 마을

  (충북소  벌랏마을)

12

00 신어부사시사

  (어물  이 달라졌다)

30 으뜸 농산물 시회

  (2006 으뜸 농산물 시회)

10 신어부사시사

  (21세기 해양 개척자들)

50 ATV열린농정 타이틀

  (유기농세미나 1부)

15 ATV해외 특선드라마

  (빨간머리앤 후속이야기 5회)

40 과학 농으로 가는 농업의 

   재발견 1회

표 3-12.  ATV 방송편성표(2007년 10월 1～3일) 

자료: 한국농림수산방송. 2007.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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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명 발행처 발간

경북능  구경북능 농 동조합 월간

과학원  농업세계사 월간

주원  주원 농업 동조합 계간

군산농민(신문) 군산농민회 월간

귀농통문 (사) 국귀농운동본부 계간

기계화농업 (재)국제농업개발원 계간

낙농 (사)낙농진흥회 월간

농경과원  농경과원 사(주) 월간

농기계 한국농기구공업 동조합 월간

농민과사회 (사)한국농어 사회연구소 계간

농민의길 국농민회총연맹 월간

농수산물가격월보 서울농수산물공사 월간

농수산물무역정보 농수산물유통공사 월간

농어 과환경 한국농 공사 농어 연구원 계간

농정연구 (사)농정연구센터 계간

농 조사월보 농업 동조합 앙회 월간

닭고기 한국육계 회 월간

디지털농업 (사)농민신문사 월간

버섯 월간버섯사 월간

산림 산림조합 앙회 월간

상업농경  (재)국제농업개발원 월간

새농사 새농사 월간

생활과농약 (사)한국작물보호 회 월간

숨쉬는땅 농조합법인 학사농장 월간

실크로드(잠사) 동화인쇄공사 월간

사랑 업농 앙연합회 월간

씨오쟁이 (사) 북지역농업연구원 격월

양계연구 한국양계연구소 월간

양돈연구 (사)한국양돈연구회 계간

양돈 생 미트 (주) 월간

양록 양록 월간

양 계 양 계사 월간

우리넷 우리꽃 격월

표 3-13.  농 련 잡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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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명 발행처 발간

원  농업정보신문사 월간

월간 양계 (사) 한양계 회 월간

월간 양돈 (사) 한양돈 회 월간

월간폴트리 구로피엔피(주) 월간

자연농업 기술정보지 자연농업연구소 월간

원생활 (사)농민신문사 월간

종돈개량 (사)한국종축개량 회 월간

종축개량 (사)한국종축개량 회 월간

주말농장 아시아종묘 격월

지역과농업 (사) 북지역농업연구원 연2회

최신원  세미니스코리아 월간

축산 (사)농민신문사 월간

친환경 (주)친환경넷 월간

KOREA Agra Food 농수산물유통공사 월간

풀꽃나무 풀꽃나무 민속식물연구소 격월

피그 구로피엔피(주) 월간

피그앤포크 에스알씨 월간

피그 러스 지앤지 엔터 라이즈 월간

피드 (사료산업) (사)한국단미사료 회 월간

한국 개배수소식 한국 개배수 원회 연2회

한국란 한민국자생란 회 계간

한국양록 한국양록 회 표 월간

한우 필방 3472-2980 월간

양계 (주) 축 월간

양돈 (주) 축 월간

해양 (주) 동문화사 월간

환경농업 (월)환경농업 월간

흙내 (사)한국농어 사회연구소 월간

흙사랑물사랑 한국농 공사 월간

(표 3-13. 계속)

자료: (사)한국잡지 회 http://www.kmpa.or.kr ← 재 문화 부(문화 부 출 신문

과)나 각 시도에,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기간행물로 등록

되어 있는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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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학습과 련하여 이와 같이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요한 농업인의 학습유형으로 인식하고 진행된 공공부문의 제도  

근이나 연구가 거의 없었다. 평생학습의 진흥을 해 국제 으로 비형

식, 무형식 학습을 활성화하고, 비농업분야에서는 이를 인증하기 한 작

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최상덕 2006), 농업분야도 이웃농가와의 논의, 서

이나 련 잡지 구독, 인터넷 탐색, 련 회의나 시회 참석, TV나 라디

오와 같은 매체 등을 통한 농업인의 다양한 개인학습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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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이 실제 장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고, 학습한 것을 어떻

게 실천하는지와 련한 실태와 요구를 악하기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이를 분석하고 농업인 학습활성화를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1. 조사 개요

  조사 모집단은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 측센터 표본농가19 12,000명

으로 이  표집 상은 만 70세 미만의 , 과수, 채소, 축산을 주 품목으

로 하는 농업경 주 480명이었다.20 표본추출에는 농품목별 유의할당법

(Purposive Quota Sampling)이 사용되었다. 실제로 조사된 농업인은 485명

으로  120명, 과수 123명, 채소 121명, 축산 121명이었다.

19
 재배면 (사육두수), 재배(사육)의향, 출하 정량 등에 한 변화 동향을 측

하기 해 농업 측센터에서 리하고 있는 농가
20

 2005년 재 70세 이상 고령농가가 체 농가의 24.4%를 차지하지만, 이들은 농

업 경쟁력 강화를 한 육성 상에서 다소 거리가 있기에 조사 상에서 제외하

다. 한 농업인들의 농특성이 품목에 따라 차이가 많기에 이를 표집에 

요하게 고려하 는데, 모든 품목을 다 고려할 수 없어 특용, 화훼, 밭작물 등 

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 이 상 으로 낮은 품목은 표집에서 제외하 다. 따

라서 이 연구 결과를 농업인 체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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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는 구조화된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질문지는 제2장의 농업인 학습 

련 이론 고찰과 제3장의 농업인 학습 련 제도 분석을 토 로 1차로 

안을 개발하고, 이를 련 문가  농업인들의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 다. 최종 개발된 질문지는 학습 참여, 학습 방

식, 학습 실천 등에 한 농업인의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는 부문과 기타 

학습특성  농특성을 조사하는 부문으로 구성되었다<부록 1>. 

  자료 수집은 2007년 8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조사 문업체( 리

서치)의 농가 방문을 통해 개별면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에는 평균, 표 편차,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치와 t검증, χ2 

검증, 회귀분석 등의 추리통계치를 사용하 고, 이를 해 SPSS Win 12.0 

로그램을 사용하 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학습 특성을 농품목과 더불어 농가유형별로 

분석하 다. 농가유형은 농림부의 맞춤형 농정과 련 연구(김수석 등 

2006)에서 농가 구분의 주요한 기 으로 잡고 있는 농경력, 농규모와 

더불어 농능력21 등을 근거로 나 었다. 이들 요인을 근거로 군집분석22

을 실시한 결과 세 가지 유형으로 나  수 있었다.

  세 가지 농업인 유형 간에는 농경력, 농규모, 농능력 외에도 연령, 

학력, 매수익규모, 농품목 등의 개인․ 농 특성에서 통계 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4-1>. 

  A형은 상 으로 경력이 고(다른 유형에 비해 10년 이하 자가 많음), 

농규모가 작고 농능력이 낮은 농업인이 많은 유형으로, 이들은 체로 

연령 가 낮고(다른 유형에 비해 45세 이하 자가 많음) 학력은 높으며(다

른 유형에 비해 고졸 이상이 많음) 매수익은 1억원 이상 의 고수익자도 

21
 6개 농분야(생산․수확, 장․가공, 유통, 경 ․정보화, 고객 리, 인력

리)에서 이웃 농가들과 비교한 자신의 문성 수 에 한 단 수(5  척도)

의 합에 근거하여 상  25%,  50%, 하  25%로 나 었다. 6개 문항의 내

합 합치도(Cronbach's α 값)은 0.91로 매우 양호하 다. 
22

 농경력과 농규모의 자연로그 값, 농능력을 분류변인으로 한 K-means 군

집 분석(군집 수는 3으로 고정)을 한 결과로, 군집분류 정확도는 99.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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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명)

농가유형(%)

 χ2
A형

(n=172)
B형

(n=178)
C형

(n=135)

체 35.5 36.8 27.7

농

경력

10년 이하 61 82.0 18.0 -

267.7

***

11～20년 104 69.9 30.1 -

21～30년 150 33.3 48.0 18.7

31년 이상 170 - 37.6 62.4

농

규모
a

소규모 149 41.4 18.4 40.1
38.8

***
규모 188 35.7 40.5 23.8

규모 148 29.3 51.0 19.7

농

능력

하  (25%) 124 49.2 - 50.8
270.2

***
 (50%) 253 43.9 28.1 28.1

상  (25%) 107 - 100.0 -

연령

45세 이하 121 66.1 30.6 3.3

161.4

***

46～50세 103 49.0 38.2 12.7

51～55세 99 24.2 47.5 28.3

56～60세 79 15.2 41.8 43.0

61세 이상 83 7.2 26.5 66.3

학력

졸 이하 71 11.3 22.5 66.2

105.4

***

졸 111 21.6 36.0 42.3

고졸 251 44.6 40.2 15.1

졸 이상 52 54.9 41.2 3.9

매

수익

규모

1000만원 이하 58 46.6 13.8 39.7

39.9

***

1001만～3000만원 181 34.8 29.8 35.4

3001만～6000만원 114 28.1 50.9 21.1

6001만～1억원 61 37.7 47.5 14.8

1억원 이상 60 40.0 45.0 15.0

농

품목

 120 23.3 33.3 43.3

37.0

***

과수 123 29.3 43.9 26.8

채소 121 52.9 31.4 15.7

축산 121 36.7 38.3 25.0

표 4-1.  농가유형에 따른 개인  농 특성

a) 소규모:  5/3ha, 과수 1ha, 채소 2/3ha, 소 33두, 돼지 500두 이하

  규모:  5ha, 과수 5/3ha, 채소 1ha, 소 60두, 돼지 1,500두 이상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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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있었지만 1천만 원 이하 의 수익자가 많았으며 농품목은 채

소가 많았다. 

  B형은 상 으로 경력은 11～30년 사이가 많고 농규모는 크고 농

능력이 높은 농업인이 많은 유형으로, 연령 는 46～55세 사이가 많으며 

학력은 A형만큼은 아니지만 고졸 이상자가 많고 상 으로 고수익자가 

많았으며, 농품목은 과수나 축산이 많았다. 

  C형은 상 으로 농경력 31년 이상자가 많고 농규모는 작고 농능

력이 낮은 농업인이 많은 유형으로, 연령 는 61세 이상자가 많으며 학력은 

졸 이하가 많고 상 으로 수익자가 많으며 농품목은 이 많았다. 

  개인  농 특성을 반 하여 A형 농업인은 ‘ 응․정착 단계’ 농업인, 

B형은 ‘정착․발  단계’ 농업인, C형은 ‘은퇴 비 단계’ 농업인으로 명

명하고, 이후 학습 특성을 분석하는 농가 구분 기 으로 삼았다.

  한편, 농품목별 학습 특성 분석 결과는 <부록 2>에 제시하 다.

2. 학습 실태

2.1. 학습 참여

  다수 농업인(70세 미만)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교육․훈련, 학습조직, 문가자문, 개인학습 등 네 가지 활동에 

한 참여 유무를 조사한 결과 교육․훈련은 37.4%, 학습조직은 63.5%, 

문가자문은 29.3%, 개인학습은 87.4%로 학습유형별로는 개인학습 참여

율이 가장 높았다. 농가유형별로는 정착․발  단계 농업인들의 학습 참여

가 가장 활발하 다. 정착․발  단계 농업인들은 다른 농업인들보다 개인

학습을 제외한 교육․훈련, 학습조직, 문가자문 등 모든 학습유형에 

하여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참여율을 보 다23<표 4-2>. 농품목별 

학습 참여율을 보면 학습조직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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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에 비해 과수, 채소, 축산 농가의 학습조직 참여율이 높았다는 이

다<부표 2>.  

  농업인의 학습 참여 동기는 학습지향성이나 활동지향성보다는 목 지향

성이 높았다<표 4-3>. 학습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상으로 교육․훈련, 학

습조직, 문가자문, 개인학습 등 네 가지 학습 활동에 한 동기를 조사한 

결과, 학습유형에 계없이 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을 

증 시키고자 하는 욕구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목표지향 인 농업인이 

가장 많았다. 평소 하고 있는 농활동의 기  원리 이해를 해서 는 

배운다는  자체가 좋아서 참여하는 학습지향 인 농업인이 그 다음으로 많

았으며, 상 으로 사회  인정이나 계 형성 그리고 소속집단의 요구와 

같은 활동지향성 동기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지향 인 농업인이 가

장 었다.24 

사례수
(명)

학습 참여율(%)

교육․훈련a 학습조직b 문가자문c 개인학습d

 체 485 37.4 63.5 29.3 87.4

농가

유형

응․정착 172 34.3 57.6 28.5 86.0

정착․발 178 42.7 75.8 38.2 89.9

은퇴 비 135 34.3 54.5 17.9 85.8

표 4-2.  농가유형별 학습 참여율

a) 연 1회 이상 참여하는 교육․훈련 로그램 참석 경험이 있는 경우

b) 가입하고 있는 학습조직에서 연 1회 이상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

c) 연 1회 이상 문가자문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d) 총 응답자  이웃농가와 농 련 논의, 농 련 신문․잡지․서  구독, 농업 련 

방송 시청(청취), 인터넷 검색, 농업 련 회의․세미나․ 시회 참석 등의 다섯 유형의 

활동을 한달에 한번 이상 하고 있는 경우

χ2: 교육․훈련=3.8, 학습조직=19.0***, 문가자문=15.3***, 개인학습=1.5, 

*** p<0.001

23 취농 이후 농업인의 형식학습(학 과정, 자격증과정) 참여비율을 조사한 결과, 

2.9% 다.
24

 김진화 등(1989)과 Kilpatrick 등(1999)의 농업인 학습동기와 련한 선행 국내

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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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유형별 학습동기를 분석한 결과, 목표지향 동기를 가진 농업인이 농

가유형에 계없이 가장 많았지만, 은퇴 비 단계의 농업인은 목표지향이 

다른 농업인보다 상 으로 많은 반면, 학습지향은 었다<표 4-4>. 활동

지향은 정착․발 , 은퇴 비 단계의 농업인이 응․정착 단계 농업인보

다 상 으로 많았다. 

사례수
(명)

학습동기(%)

목표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

장
문제
해결

법
조건
충족

소득
증

기
원리
이해

지
호기
심

학습
이좋
아서

사회  
인정

사회
계

형성

소속
집단
요구

 체 3,479 61.3 26.1 11.7

교육․훈련 879
59.4 28.6 11.8

34.3 8.7 16.4 11.9 6.6 10.1 1.7 5.7 4.4

학습조직 855
56.9 23.4 18.0

32.6 4.5 19.8 9.7 5.9 7.8 3.7 9.4 4.9

문가자문 634
66.7 26.1 7.1

43.6 1.7 21.4 12.9 5.5 7.7 2.4 4.1 0.6

개인학습 1,111
63.1 26.0 10.7

39.6 6.4 17.1 11.6 5.4 9.0 2.4 6.2 2.1

표 4-3.  농업인 학습유형별 학습동기

1) 복응답 결과로, 각 셀의 백분율은 총 응답사례수(response)에 비한 값

사례수
(명)

학습동기(%)

목표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

 체 3,479 61.3 26.1 11.7

농가

유형

응․정착 1,158 60.6 28.1 10.6

정착․발 1,501 60.0 27.0 12.3

은퇴 비 823 64.8 21.3 12.9

표 4-4.  농가유형별 학습동기 

1) 복응답 결과로, 각 셀의 백분율은 총 응답사례수(response)에 비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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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습 방식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학습하는 내용은 기술 분야 다<표 4-5>. 기술(생

산․수확, 장․가공), 경제(유통, 경 ․정보화), 사회․조직(고객 리, 

인력 리) 등 농 문성을 3개 분야로 나 어 농업인들이 실제 교육․

훈련, 학습조직, 문가자문 등을 통해 학습하고 있는 내용을 조사한 결과, 

교육․훈련 내용의 80.3%, 학습조직을 통한 학습내용의 65.6%, 문가자

문 내용의 68.5%가 기술 분야 다. 그 다음은 경제 분야, 사회․조직 분야 

순이었다.

  농가유형별로도 동일한 경향을 보 지만, 응․정착 단계 농업인은 상

으로 기술 분야를, 정착․발  단계 농업인은 경제 분야를, 은퇴 비 

단계 농업인은 사회․조직 분야를 많이 학습하고 있었다<표 4-6>. 농품

목별로도 동일한 경향이었지만, 과수나 채소 농가는 축산 농가에 비해 상

으로 기술 분야에 한 학습을 많이 하고 있었고, 반 로 축산농가는 

이들 농가보다 경제 분야에 한 학습을 많이 하고 있었다<부표 4>.

  농업인들이 자신의 농 문성 개발을 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학습

유형은 개인학습이었다<표 4-7>. 농가유형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차이가 

없지만, 은퇴 비 단계의 농업인일수록 개인학습에 한 의존도가 높고, 

사례수
(명)

학습내용(%)

기술 경제 사회․조직

생산
수확

장
가공

유통
경
정보화

고객 
리

인력 
리

교육․훈련 846
80.3 16.2 2.3

73.8 6.5 10.5 5.7 0.9 1.4

학습조직 500
65.6 25.9 5.6

59.0 6.6 17.2 8.7 3.1 2.5

문가자문 182
68.5 26.2 4.9

63.6 4.9 16.9 9.3 2.7 2.2

표 4-5.  농업인 학습유형별 학습내용

1) 복응답 결과로, 각 셀의 백분율은 총 응답사례수(response)에 비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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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발  단계의 농업인들은 상 으로 교육․훈련과 문가자문 활용

도가 다른 농업인보다 높았다.

  한편, <표 4-8>은 농업인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학습유형의 조합을 보여

주는데, 농업인들은 교육․훈련과 더불어 학습조직, 개인학습을 활용하는 

경우와 네 가지 형태를 다 활용하는 경우가 상 으로 많았다. 특히 정

착․발  단계의 농업인은 다른 농업인보다 다양한 학습유형을 활용하고 

사례수
(명)

학습내용(%)

기술 경제 사회․조직

생산
수확

장
가공

유통
경
정보화

고객 
리

인력 
리

체 1,568
75.2 21.0 3.8

68.8 6.4 13.6 7.3 1.9 1.9 

농가

유형

응․정착 1,462
80.7 17.3 2.0

71.4 9.3 11.7 5.6 1.1 0.9 

정착․발 1,723
70.2 25.9 3.8

64.7 5.5 16.5 9.4 1.9 1.9 

은퇴 비 1,383
77.8 16.2 6.0

73.1 4.7 10.7 5.5 2.9 3.1 

표 4-6.  농가유형별 학습내용 

  

1) 복응답 결과로, 각 셀의 백분율은 총 응답사례수(response)에 비한 값

 
사례수
(명)

학습유형(%)

교육
훈련

학습
조직

문가
자문

개인
학습

하지
않음

체 17,990 19.4 13.6 16.9 35.0 15.0

농가

유형

응․정착  6,570 18.8 14.3 16.1 33.9 17.0

정착․발  6,720 20.8 15.0 19.6 34.7 10.0

은퇴 비  4,700 18.3 10.9 14.1 37.1 19.6

표 4-7.  농가유형별 학습유형 

1) 복응답 결과로, 각 셀의 백분율은 총 응답사례수(response)에 비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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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한편 학습유형별 로그램이 어떤 학습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

하기 해 자신이 수강한 학습 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했던 

학습방법을 조사한 결과, 교육․훈련은 ‘강의실 강의’가 75.1%로 가장 많

았고, 이 밖에 ‘ 장 강의’, ‘ 장 토의’, ‘강의실 토의’, ‘실습/훈련’, ‘농가 

견학’ 등이 일부 있었다. 학습조직은 ‘단체로 교육․훈련 참석’과 ‘외부 

문가 빙 강의’가 많았고, 그 다음은 ‘자체 토론회 는 세미나’, ‘외부 

문가 빙 컨설 ’ 등이었다<그림 4-1>.

학습유형 조합(%)

1 2 3 4 5 하지않음 기타

체 30.1 20.4 12.6 11.1 5.2 4.3 16.3

농가

유형

응․정착 26.2 17.4 16.3  8.7 7.0 5.2 19.2

정착․발 33.1 29.2  7.3  7.9 3.4 2.8 16.3

은퇴 비 31.3 11.9 14.9 18.7 5.2 5.2 12.8

표 4-8.  농가유형별 학습유형 조합 

1) 총 응답자(case)  ‘교육․훈련 + 학습조직 + 개인학습’ 인 자

2) 총 응답자  ‘교육․훈련 + 학습조직 + 문가자문 + 개인학습’인 자

3) 총 응답자  ‘개인학습’인 자

4) 총 응답자  ‘교육․훈련 + 개인학습’인 자

5) 총 응답자  ‘학습조직 + 개인학습’인 자

그림 4-1.  농업인 학습 로그램의 학습방법 구성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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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농업인이 평소 활용하는 학습기  

그림 4-3.  농업인이 평소 자문하는 문가 

  농업인들이 평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육․훈련 기 은 농 진흥기

이었고, 그 다음은 동조합, 공공기 , 품목단체, 농자재회사, 농업인단체, 

학, 친환경농업단체, 민간교육단체 등이었다. 가장 많이 참석하고 있는 

학습조직 유형은 작목반이었고, 그 다음은 농조합법인, 농업인 단체(지

부), 품목 연구회, 새마을 농회, 품목단체(지부), 품목조합, 농업회사법인

의 순이었다<그림 4-2>. 

  농업인이 평소 자문을 구하는 문가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지도사, 기

술사), 선도농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농약방/자재상, 농 ․축  

직원, 수의사, 련 연구소 연구자, 학 교수, 련 회  단체 계자 

등의 순이었다<그림 4-3>.  

  평소 하고 있는 개인학습으로는 ‘이웃과의 논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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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잡지․서  구독’, ‘방송 시청․청취’, ‘인터넷 활용’, ‘ 련 행사 

참여’ 등이었다<표 4-9>. 이러한 경향은 농가유형에 계없이 동일하 지

만, 정착․발  단계 농업인은 상 으로 다른 농업인에 비해 ‘이웃 농가

와의 논의’를, 응․정착 단계 농업인은 ‘서  구독’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은퇴 비 단계 농업인은 ‘인터넷 활용’, ‘서  구독’, ‘방송 시

청/청취’ 등의 활용률이 다른 농업인에 비해 낮았다.

  농업인들이 평소 자주 활용하는 각종 학습 자원(시설이나 문가)의 소

재지를 조사한 결과, 45.6%가 인근 읍면지역 내 고, 시군을 벗어난 경우

는 19.8%에 지나지 않았다. 농가유형별로는 정착․발  단계의 농업인이 

다른 농업인들보다 상 으로 역의 학습 자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표 4-10>. 농품목별로는 채소 농가가 상 으로 가장 의의 학습 자

원을 활용하는 편이었다<부표 8>.

사례수
(명)

개인학습 방법(%)
a
 

이웃
논의

서
구독

방송
청취

인터넷
련

행사

 체 485 73.8 54.2 34.2 21.9 15.1

농가

유형

응․정착 172 67.4 62.2 38.4 29.7 18.0 

정착․발 178 80.9 56.2 36.5 27.5 14.6 

은퇴 비 135 72.4 41.8 26.1  4.5 11.2 

표 4-9.  농가유형별 개인학습 방법

a) 총 응답자(485명)  각 개인학습 방법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활용하는 자의 비율 

χ2: 이웃논의=8.4*, 서 구독=13.0***, 방송청취=5.6, 인터넷=33.1***, 련행사=2.8

*** p<0.001, **p<0.01, *p<0.05

사례수
(명)

학습 자원 소재지(%)

인근 
지역

시군내 
지역

도내 
지역

타도지역
포함

세계 
지역

 체 485 45.6 34.6  9.3  9.5 1.0

농가

유형

응․정착 172 51.7 34.9  6.4  7.0 -

정착․발 178 33.1 32.6 15.2 16.3 2.8

은퇴 비 135 53.7 37.3  5.2  3.7 -

표 4-10.  농가유형별 학습 자원의 소재지 

χ2=43.6,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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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습 실천

  농업인들은 경제(유통, 경 ․정보화), 사회․조직(고객 리, 인력 리) 

분야보다는 기술(생산․수확, 장․가공) 분야에 한 학습 실천( 농 활

동상의 변화와 개선)을 많이 하고 있었다. 농에 종사하면서 시도한 

농활동상의 변화(개선) 분야 개수를 조사한 결과, 기술 분야가 3.67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제 분야, 사회․조직 분야 순이었다. 세 분야 

모두 농가유형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모두 정

착․발  단계 농업인이 가장 많은 변화(개선)를 시도하 다<표 4-11>. 

농품목별로는  농가가 다른 농가들에 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

었다<부표 9>. 

  개인이 활용하는 학습유형이 어떻게 학습 실천( 농 개선)에 향을 미

치는지 조사하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개인  농 특성 에 

농품목의 종류와 농규모가 유의미한 계가 있었다<표 4-12>. 한편 

개인  농 특성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고 학습유형들이 학습 실천에 미

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계 (hierarchical)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Model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학습 활동이 학습 실천에 통계 으

 
사례수
(명)

농 개선 분야 개수
a

기술 경제 사회․조직 체

체 485 3.67 1.77 0.94 6.63

농가

유형

응․정착 172 3.40 1.60 0.94 5.94

정착․발 178 3.96 2.30 1.57 7.83

은퇴 비 135 3.53 1.29 1.10 5.93

F(2, 481)
3.51

(*)

19.11

(***)

9.22

(***)

13.15

(***)

표 4-11.  농가유형별 학습 실천 황

a) 농활동 24개 분야(생산 8개, 경  8개, 사회 8개)  취농 이후 변화(개선)를  분야

의 평균 개수

*** p<0.001, **p<0.01, *p<0.05



농업인 학습 실태와 요구  65

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설명량 15%). 네 가지 학습유형  학습조직을 

제외한 개인학습, 문가자문, 교육․훈련 등이 농 실천에 통계 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세 방법 에서도 상 으로 개인학습의 향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문가자문, 교육․훈련은 가장 작은 향력을 가지

고 있었다. 교육․훈련도 교육․훈련 일수보다는 횟수가 농 개선에 통계

으로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농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학습유형이 많을수록 학습 실천 한 많

았다.  학습을 하지 않는 농업인의 학습 실천 분야는 3.86개인 데 비

해, 한 가지 학습유형을 사용하는 농업인은 5.68개, 두 종류의 학습유형을 

Model 1 Model 2

B β p B β p

개

인

농

특

성

연령 0.03 0.06 0.00 0.00 

(연령)2 0.00 -0.08 0.00 0.02 

농경력 0.10 0.30 0.07 0.21 

( 농경력)
2

0.00 -0.28 0.00 -0.21 

학력 0.27 0.06 -0.24 -0.05 

품목
( =0)

과수=1 -2.00 -0.22 *** -1.94 -0.21 ***

채소=1 -2.14 -0.23 *** -1.77 -0.19 ***

축산=1 -2.12 -0.23 *** -2.28 -0.25 ***

농규모 0.00 0.10 * 0.00 0.04 

학

습

활

동

교육․훈련(횟수) 0.10 0.16 ** 

교육․훈련(일수) 0.00 -0.01  

학습조직(횟수) -0.03 -0.07  

문가자문(횟수) 0.25 0.25 ***

개인학습(정도) 0.33 0.30  ***

상수 5.38 3.23 

Adjusted R
2

0.064 0.249

표 4-12.  농업인 학습 실천에 한 회귀분석 

***p<0.001, **p<0.01, *p<0.05l



그림 4-4.  사용하는 학습유형 개수 집단별 학습 실천의 차이

하지 않음    한 종류만 사용   두 종류 사용    세 종류 사용   네 종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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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480)=13.53, p<0.001

사용하는 농업인은 5.78개, 세 종류를 사용하는 농업인은 6.70개, 네 종류

를 모두 사용하는 농업인은 8.83개로 사용하는 학습유형의 개수가 많을수

록, 학습 실천 분야의 개수도 많았고, 이들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었다<부그림 1>.

3. 학습 요구

3.1. 학습 참여

  학습 참여 요구와 련하여 참여 과정에서 농업인이 얼마나 큰 장애를 

경험하며, 그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 다. 농업인  거의 과반수

가 학습 참여 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 학습 참여에 한 장애 경험 여부

를 조사한 결과, 농업인의 52.0%가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유형별로는 교육․훈련에 28.2%, 학습조직에 14.6%, 문가자문에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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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학습에 해서는 29.1%가 학습 참여과정에서 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 농가유형별로는 응․정착 단계의 농업인이 다른 농업인보다 모

든 학습유형에서 가장 많은 학습 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표 4-13>. 농

품목별로는 채소 농가들이 다른 농가들보다 모든 학습유형에서 가장 많은 

학습 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부표 10>.

  참여 장애의 이유는 학습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시간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로그램 개설 시기나 장소의 

부 , 로그램 내용의 부 , 로그램에 한 정보 부족과 같은 학습

기  요인이었고, 자신감이나 능력 부족 는 다른 방법 선호 등과 같은 

개인 요인은 상 으로 었다<표 4-14>.25 교육․훈련의 경우, 시기․장

소 등의 부 , 로그램 내용의 부 , 로그램 홍보 부족과 같은 기  

요인이 다른 학습유형보다 장애요인으로 큰 비 을 차지하 다. 학습조직

의 경우 시간 부족과 다른 농업인에 비해 자신감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례수
(명)

학습 참여 장애 경험(%)
a

교육
훈련

학습
조직

문가
자문

개인
학습

체
b

체 485 28.2 14.6 22.7 29.1 52.0

농가

유형

응․정착 172 34.9 19.8 29.7 37.2 62.8

정착․발 178 23.6 12.9 20.8 24.7 47.8

은퇴 비 135 26.1 10.4 16.4 24.6 44.1

표 4-13.  농업인의 학습 참여 장애 경험 황

a) 각 학습유형별로 참여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이 있었는가에 해 5  척도(  없었

다~매우 많이 있었다)의 응답 에 ‘몇번 있었다’, ‘매우 많이 있었다’로 응답한 사례의 

비율  

b) 네가지 학습유형  하나라도 장애를 경험한 이 있는 사례의 비율

χ2: 교육․훈련=5.9*, 학습조직=5.9*, 문가자문=8.1*, 개인학습=8.4*, 체=16.9*

***p<0.001 **p<0.01 *p<0.05

25
 Kilpatrick 등(1999), 정상택(2005), 김진모 등(2006)의 조사에서도 시간부족 같

은 상황요인이 농업인의 학습 참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고, 자신감 부

족 같은 개인요인도 요한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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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다른 학습유형보다 큰 비 을 차지하 다. 문가자문의 경우, 다

른 학습유형과 달리 상황 요인보다는 기  요인의 비 이 다소 높았고, 상

황요인 내에서도 상 으로 시간 부족 요인이 은 신 비용 문제가 높

은 비 을 차지하 다. 개인학습의 경우, 기본학습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

력 부족과 같은 능력 부족 요인이 다른 학습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례수
(명)

학습 참여 장애요인(%)

상황요인 기 요인 개인요인

기타시간
부족

비용
부족

시기
장소 
부

내용 
부

정보
부족

자신감
능력
부족

다른 
방법
선호

교육․훈련 1,007 36.4 2.1 22.9 11.6  7.9  8.4  7.7 3.0

학습조직 1,772 43.5 1.5 - 12.0 14.1 13.8  9.8 5.3

문가자문 1,790 25.0 8.4 - 17.0 17.7 13.4 13.1 5.4

개인학습 1,972 38.1 5.4  9.1 - 17.4 22.9 - 7.1

표 4-14.  학습 참여 장애요인 

1) 복응답 결과임

3.2. 학습 방식

  농업인들이 재 가장 많이 학습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 개발하고 싶

어하는 분야는 차이가 있었다.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학습하는 내용은 기

술 분야 지만, 가장 개발하기를 원하는 내용은 경제 분야 다.26 체 응

답자의 59.2%가 경제 분야에 한 문성 개발을 원하고 있었고, 그 다음

은 기술 분야(34.2%), 사회․조직(6.6%) 분야 순이었다. 농가유형별로 이

러한 경향은 큰 차이는 없지만, 기술 분야에 한 요구가 응․정착→ 정

착․발 →은퇴 단계로 변화할수록 높아졌고, 경제 분야에 한 요구는 정

26
 김정호 등(1997), 마상진 등(2005), 김진모 등(2006)의 조사에서도 농업인들은 

기술보다는 경 과 련된 분야에 한 요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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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경향이었다<표 4-15>. 농품목별로는 채소나 축산 농가는 상 으

로 경제 분야에 한 요구가 높고, 이나 과수 농가는 기술 분야에 한 

요구가 높았다<부표 11>.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습유형은 교육․훈련이었다<표 4-16>. 교

육․훈련, 학습조직, 문가자문, 개인학습 등의 네 가지 방법 에 가장 

선호하는 문성 개발 방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9%가 교육․훈련

이라고 하 고, 그 다음은 개인학습, 문가자문이었고, 상 으로 학습조

직은 가장 덜 선호되었다. 농가유형별로도 체로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었

지만, 정착․발  단계 농업인은 다른 농업인보다 교육․훈련과 학습조직

을 선호하는 농업인이 많았다. 응․발  단계 농업인은 문가자문을, 

은퇴 비 단계 농업인은 개인학습을 선호하는 농업인이 다른 농업인보다 

많았다.27

사례수
(명)

학습내용(%)

기술 경제 사회․조직

생산
수확

장
가공

유통
경
정보화

고객 
리

인력 
리

 체 485
34.2 59.2 6.6

26.8 7.4 52.8 6.4 2.5 4.1

농가

유형

응․정착 172
29.0 66.3 4.6

20.9 8.1 59.9 6.4 1.7 2.9 

정착․발 178
32.1 61.2 6.8

24.2 7.9 53.9 7.3 3.4 3.4 

은퇴 비 135
44.1 47.0 8.9

38.1 6.0 41.8 5.2 2.2 6.7 

표 4-15.  농업인이 원하는 학습내용

 χ2=18.8, p<0.05

27
 농업인이 선호하는 학습유형에 해서는 선행연구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Hawkins 등(1974)에 의하면 개인학습, 문가자문, 형식교육 등의 순이었고, 김

정호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학습, 문가자문, 교육․훈련 등의 순이었

고, 김진모 등(2006)에 의하면 문가자문, 교육․훈련, 학습조직, 개인학습의 

순이었다. 이는 연구마다 각 학습유형의 범 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 



그림 4-5.  학습 로그램의 학습방법 구성에 한 농업인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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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습유형의 로그램이 어떤 학습방법으로 구성되는 것을 선호하는

지 조사한 결과, 교육․훈련은 ‘농업 장에서의 강의’를 가장 선호하 고, 

그 다음으로 ‘강의실 강의’, ‘ 장 토의’, ‘농가 견학’, ‘실습/훈련’ 등의 순

이었다<그림 4-5>. 학습조직은 ‘단체로 외부 교육․훈련 참석’과 ‘외부 

문가 빙 강의’가 가장 선호되었고, 그 다음은 ‘외부 문가 빙 컨설 ’, 

‘자체 토론회  세미나’ 등이었다. 

 28  

사례수
(명)

학습유형(%)

교육․훈련 학습조직 문가자문 개인학습

 체 485 36.9  9.7 25.4 28.0

농가

유형

응․정착 172 36.0  8.1 33.1 22.7

정착․발 178 37.6 12.4 25.8 24.2

은퇴 비 135 36.8 9.7 25.4 28.1

표 4-16.  농업인이 선호하는 학습유형 

χ2=21.8, p<0.001

28 라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각 연구에서 학습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지

식이나 기술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일반 으로 농업인

들은 형식학습보다는 비형식 는 무형식학습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독립성

과 자기충족감, 상황에 특화된 학습을 원하고, 평소 훈련에 한 자신감 부족으

로 이왕이면 잘 모르는 강사가 아닌 익숙한 자원으로부터의 정보 취득을 원하

고, 자신들의 신념에 의문을 제시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두려워하기 때문

이다(Kilpatrick 등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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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농업인이 선호하는 문가  

  한편, 농업인들이 가장 자문하고 싶어하는 문가로는 지도사, 기술사가 

꼽혔으며, 그 다음으로 련 연구소 연구원, 선도농가, 농축  직원, 농약/

자재상, 문컨설  회사 등의 순이었다<그림 4-6>.   

  한편, 학습유형별로 참석 경험이 있는 농업인들에게 학습 경험의 도움 

정도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습 경험 참석시 비용부담 여부, 참여 

자발성 여부에 따라 도움 정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표 4-17>. 교육․훈

련, 학습조직의 경우 교육․훈련비의 일부 는 액을 자비 부담한 농업

인이 무료로 학습 경험을 한 농업인보다 도움 정도에 한 인식 수 이 통

계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훈련, 학습조직, 문가자문 등에 

자발 으로 참석한 농업인이 기  권유로 참석한 농업인보다 통계 으로  

도움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3.3. 학습 실천

  농업인들은 자신들이 학습한 내용을 장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인 능력 부족 요인보다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배운 것

에 한 확신 부족 등과 실천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농 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학습 형태를 통해 새롭게 배운 지식과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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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a

(명)

빈도(%)

평균b 표
편차

t도움 
안됨

보통 도움

교
육
․
훈
련

체 763 1.7 11.3 86.1 4.14 0.67

비용

부담

 없음 676 1.6 12.7 85.7 4.11 0.67 4.35

***자비 부담 87 2.3 1.1 96.6 4.44 0.64

자발성
기  부탁 239 2.1 15.8 81.7 3.95 0.63 5.27

***원해서 524 1.5 9.4 88.7 4.23 0.67

학
습
조
직

체 407 1.0 13.6 83.8 4.20 0.7

비용

부담

 없음 198 1.6 12.7 85.7 4.10 0.74 2.92

**자비 부담 209 2.3 1.1 96.6 4.30 0.64

자발성
기  부탁 60 1.7 33.3 65.0 3.73 0.73 5.52

***원해서 347 0.8 10.5 88.7 4.26 0.67

문
가
자
문

체 182 2.2 3.3 94.5 4.44 0.67

비용

부담

 없음 138 1.5 17.2 81.3 4.43 0.67
0.15

자비 부담 44 0.5 8.6 90.9 4.45 0.67

자발성
기  부탁 22 9.1 9.1 81.8 4.00 0.87 3.43

***원해서 160 1.3 2.5 96.3 4.51 0.61

표 4-17.  비용부담․참여자발성에 따른 학습 경험의 

                  도움 정도에 한 인식 차이 

a) 복응답 결과

b) 5  척도(1:  도움 안됨 ～ 5: 매우 도움 됨)

***p<0.001, **p<0.01

농 장에서 활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 농 활동에 

굳이 변화를 주지 않아도 큰 어려움 느끼지 않아서’가 31.6%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은 ‘배운 것과 농 실과의 괴리’, ‘ 용에 필요한 농여건 

부족’, ‘배운 것이 실제 이익을 가져올까에 한 의구심’ 등의 순이었다. 학

습 실천 장애요인은 농가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정착․발  

단계 농업인은 ‘배운 것과 농 실과의 괴리’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고, 한편 응․정착 단계 농업인은 다른 농업인보다 ‘실제 활용 경험

의 부족’을 상 으로 큰 장애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표 4-18>.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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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는 이나 채소 농가와 과수나 축산 농가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

다. 이나 채소 농가는 상 으로 ‘ 농 활동에 굳이 변화를 주지 않아

도 큰 어려움 느끼지 않아서’나 ‘배운 것과 농 실과의 괴리’ 등의 요인 

다음으로 ‘ 용에 필요가 농여건 부족’을 요한 장애 요인으로 보고 있

지만, 과수나 축산 농가는 농여건 부족보다는 ‘배운 것이 실제 이익을 

가져올까에 한 의구심’, ‘실제 활용 경험 부족’ 등을 더 큰 장애 요인으

로 생각하고 있었다<부표 13>.

   

사례수
(명)

실천 장애요인 (%)

1 2 3 4 5 6 7 8 9

 체 485 31.6 20.5 14.0 11.8 8.7 4.5 3.3 2.7 1.4 

농가

유형

응․정착 172 34.9 14.5 11.0 12.2 12.2 5.2 5.2 1.7 1.2 

정착․발 178 22.5 28.7 16.9 11.8 7.3 5.1 1.1 3.4 1.1 

은퇴 비 135 39.6 17.2 14.2 11.2 6.0 3.0 3.7 3.0 2.2 

표 4-18.  학습 실천 장애요인 

1) 농 활동에 굳이 변화를 주지 않아도 큰 어려움 느끼지 않아서

2) 배운 것과 농 실과의 괴리

3) 용에 필요한 농여건 부족

4) 배운 것이 실제 이익을 가져올까에 한 의구심

5) 실제 활용 경험 부족

6) 용에 따른 사후지도 여건 부족

7) 배운 것이 무 복잡하여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음

8) 내 능력에 한 확신 부족

9) 주변 사람들의 신뢰 부족

χ2=33.7, p<0.05



농업인 학습 실태와 요구74

4. 분석 종합

  70세 미만의 , 과수, 채소, 축산을 주 품목으로 하는 농업 경 주를 

상으로 표본 조사를 통해 농업인의 학습 실태와 요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농업인이 학습에 참여하는 이유(학습동기)로는 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를 해결하고, 소득을 증 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많았다. 

  많은 농업인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과반

수 이상(52.0%)이 학습 참여 장애를 경험한 이 있었다. 학습유형별로는 

개인학습, 학습조직, 교육․훈련, 문가자문 등의 순으로 참여가 많았다. 

그리고 학습 참여 장애는 상황, 기 , 개인 요인으로 나 어 살펴보았는데, 

주요한 상황요인으로 시간 부족이, 기 요인으로 로그램 내용  개설 

시기와 장소의 부 , 홍보 부족 등이, 개인요인으로 자신감 부족 등이 있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농업인 학

습 활성화를 해서는 학습 로그램에 한 근성 확보, 기 의 역량 강

화, 농업인들의 학습자로서의 자신감 회복이 요한 건임을 시사한다. 

  농 련 문성 분야(기술, 경제, 사회․조직)  농업인들이 교육․훈

련, 학습조직, 문가자문, 개인학습 등을 통해 가장 많이 학습하고 있는 

내용은 기술 분야 지만, 농업인들이 개발하기를 원하는 문성 분야는 경

제 분야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앞으로 유

통이나 경 ․정보화와 같은 경제 분야에 한 학습 로그램이 보다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농업인들이 문성 개발을 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학습유형은 이웃 

농가와의 논의, 인터넷․TV․라디오 활용, 서 ․신문․잡지 구독, 농업 

련 회의․세미나․ 시회 참석, 시행착오 등과 같은 개인학습이었다. 하

지만 농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학습유형은 교육․훈련이었다. 이는 농업인

의 학습유형 선호와 련한 선행연구와 다소 상이한 연구결과 다. 하지만 

일반 으로 농업인들은 학습자로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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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원하고 이왕이면 익숙한 자원으로부터의 학습을 원하는 경향이 있

었는데(Kilpatrick 등 1998), 이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보다 형식성을 띤 교육․훈련과 같은 학습유형에 한 강한 요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인들의 자신감 배양과 더불어 이들이 거부감 없이 다가설 

수 있는 학습 로그램의 운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수의 농업인들은 문성 개발을 해 한 가지 이상의 학습유형을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학습유형을 사용하는 농업인은 학습 실천도 많이 

하고 있었다. 한편 농업인들은 자발 으로 참여하고, 자기 비용을 지불한 

학습 경험이 그 지 않은 경험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

양한 학습유형의 활용 그리고 자발 인 학습 참여가 농업인 학습에 있어 

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학습 로그램을 구성하는 학습방법과 련하여 농업인들은 교육․훈련

은 강의실 강의나 토론보다는 농가 견학  장에서의 강의와 토의를 선

호했고, 학습조직은 자체 토론회나 세미나보다는 외부 문가를 빙하여 

강의나 컨설 을 받거나 단체로 선진지를 견학하기를 원했다. 문가자문

은 련 연구소의 연구원, 문 컨설  회사, 농업기술센터 직원 등에 한 

요구가 높았다. 장에서 실질 인 문제를 다루며 이루어지는 학습, 그리

고 수  높은 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농업인 학습을 장에서 지원

할 문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농업인들의 농 개선과 가장 계가 깊은 학습유형은 개인학습이었으

며, 문가자문, 교육․훈련도 계가 있었다. 하지만 학습조직은 통계 으

로 유의미한 계를 가지지 못했다. 이는 재의 농업인 학습조직들이 학

습과는 무 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간 으로 보여 다. 한 개인학습을  

체계 으로 지원하고 문가자문이나 교육․훈련과 잘 연계가 되도록 지

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농업인이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

유는 변화의 필요성에 한 인식 부족 는 배움과 실과의 괴리, 그리고  

실천에 한 확신 부족 때문이었다. 학습한 것이 제 로 실천되기 해서

는 실천 가능한 제반 농여건 지원과 더불어, 농업인도 이제는 변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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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도태되고 만다는 의식변화가 요하며, 장에서의 실천을 단계

으로 비하도록 돕는 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농방식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농품목별 농업인의 학습 특성이 차이

가 있었다. 특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 학습유형, 재 학습하고 있는 학습내

용과 앞으로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습내용, 그리고 학습 참여와 학습 실천

상의 장애 요인 등에서 농 품목별로 서로 차이가 있었다. 학습 활성화 

방안은 기본 으로 농품목별 차별화된 략이 필요하다. 

  한편 농업인의 학습 참여, 학습 내용과 방법, 학습 실천 등의 특성을 분

석함에 있어 농경력, 농규모, 농능력 등에 따라 농업인을 A, B, C 

등 3가지로 유형화하 는데, 각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A형은 개인  농 특성을 고려할 때, 농 분야에 신규 유입이 되어 

응하고 정착하고 있는 단계의 농업인이다.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악하는 단계로 다른 농업인에 비해 상 으로 목표지향성과 활동지향

성은 떨어지지만 학습 지향성은 높은 편이다. 학습내용은 기술 분야에 집

되어 있지만, 경제 분야에 한 학습 요구가 높았다. 교육․훈련, 학습조

직, 문가자문 등 다소 형식화되고 조직화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련 서  구독을 주로 한 개인학습에 치 한다. 이들이 활용하는 학습 

자원 다수가 시․군 내에서 한정되어 있었다.

  B형은 정착이 완 히 끝나고 한창 발 하고 있는 규모화된 농을 하는 

단계의 농업인이다. 학습 욕구가 높아 교육․훈련, 학습조직, 문가자문, 

개인학습 등 모든 학습유형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고, 다른 농업인에 비해 

목표지향성보다는 학습지향성과 활동지향성이 높다. 학습 내용으로는 기

술 분야가 가장 많지만, 다른 농업인보다 유통이나 경 ․정보화 등 경제 

분야에 한 학습을 많이 한다. 개인학습을 가장 많이 하지만 다른 농업인

에 비해 교육․훈련과 문가자문 등 다소 형식 인 학습을 많이 하고, 

한 교육․훈련과 학습조직 등 다소 조직화된 학습유형에 한 요구가 높

다. 그리고 여러 학습유형을 함께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사용하는 

학습 자원은 시․군을 넘어선 보다 역 단 에 소재되어 있다. 한 배운 

것을 장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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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형은 농경력이 30년 이상으로 많은 농 규모나 능력이 간 수  

이하의 은퇴를 비하는 단계의 농업인이다. 이들은 다른 농업인에 비해 

학습 욕구가 낮고, 학습동기는 목표지향성과 활동지향성이 높은 편이다. 

학습내용은 기술 분야에 치 되어 있고, 이웃농가와의 논의를 주로 한 

개인학습을 많이 한다. 다른 농업인과 비교할 때 이들이 바라는 학습 방식

은 재 하고 있는 학습 방식과 상 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

  농가유형에 따라 개인  농 특성뿐만 아니라 이상에서와 같이 학습 

특징에 차이가 있었다. 농업인의 학습 활성화를 해서는 농가유형별 차별

화된 근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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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농업인 학습 활성화 사례, 선진 농업국의 농업인 학습 활성화 사례, 

그리고 비농업분야 근로자들의 학습을 한 국내 노동 분야의 정책 지원 

사례를 고찰하여 농업인 학습 활성화를 한 시사 을 도출하 다.

1. 국내 농업인 학습 활성화 사례

  농업인 학습 활성화의 국내사례로 지자체의 농업인 학, 지역특성화 교

육, 품목연구회 사례와 더불어, 개인학습 성공사례를 분석하 다.

1.1. A군의 포도대학

  A군에서 포도는 재배면 이나 소득 비 이 제일 높은 특화품목이다. 따

라서 한․칠  FTA가 체결된 것은 지역 으로 매우 큰 충격이었다. 이에  

A군은 지역의 특산물인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자신감과 함께 차별

화된 경쟁력을 제고시킬 목 으로 국에서 처음으로 작물 학인 포도

학을 2004년 3월에 개설하 다. 

  포도 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기존의 농업기술센터에

서 실시하던 일회 인 교육에서 탈피하고, 교육 상  수 에서 차별화

를 두기 해 지역의 특산물인 포도 농가에 한 고  수 의 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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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목 을 두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 에 이루어지는 ‘새해 농

설계’가 품종선택 등을 등 수 , 연  4회 정도 실시되는 ‘품목별 농교

육’을 등 수 의 농업인 교육이라고 한다면, 포도 학은 정  포도농가

를 상으로 토양 리에서부터 마 에 이르기까지 종합 으로 가르치는 

학 수 의 교육으로 상정하고 있다.

  포도 학은 주 1회(매주 목요일) 4시간 교육을 원칙으로 야간에는 이론 

 발표 심의 교육을, 주간에는 실습이나 선진 농장 견학 주로 이루어

진다<표 5-1>. 인근 포도시험장의 연구원  국내 포도 련 유명 인사를 

청하여 수  높은 포도 련 강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포도 선도 농가를 

빙하여 문제 심으로 질의 응답을 하는 토론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는 국내 농가의 포장과 선진 농업국가를 지 

방문하여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이수자 각 개인에게 개인별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졸업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28 한편 농업과 련한 것 이

외의 것을 가미하여 재미있는 교육이 되도록 방학, MT, 졸업식 등의 이벤

트를 실시하여 학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 하고 있다. 이수자들은 이수 

후에도 품목 연구회, 졸업생 동아리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기 으

로 만나 지속 인 학습을 하고 있다.  

  참여 농업인들의 소득 변화와 같은, 포도 학을 통한 실증 인 성과는 

아직 없다. 하지만 졸업 소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포도 학의 성과는 

농업인들의 농에 한 자신감, 변화하는 환경에 한 응력, 학습하고 

이를 실천하는 태도 등과 같은 농을 함에 있어 근본에 해당하는 심  자

세의 변화 다. 한 매년 포도 학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고, 포도 학의 

사례가 농업 내외 분야에서 우수 신사례29로 선정되어 다른 지자체의 벤

치마킹 상이 되고 있다는  역시 포도 학의 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올해 4회째 신입생을 맞이한 포도 학은 지역 내 수요의 한계와 타 지역

28 교육비  자비 부담은 10～15% 정도이고,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이 된다(해외 

연수시 농업인 자부담 50%). 
29

 2004년 농 지도기  평가 우수상, 2005년 국 최우수 농업교육기  선정, 

2005년 지방행정 신경진 회  견문보고회에서 최우수 신사례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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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요를 하게 되면서, 국으로 수강생을 확 하고, 기존의 이수생들

을 해 한 차원 높은 학원 교육을 개설하는 방안 등으로 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주차 교육 내용 강사 소속

3월
1 - 임원선출(회장 부회장 총무) - 학과정 설명 농업기술센터

2 - 포도산업의 경쟁력 제고 - 국제수   교육동향 D 학

4월

3 - 우리농업의 나아갈 방향 농 진흥청

4 - 철 과원 리 농업기술센터

5 - 포도 목묘 특성  고품질 포도생산 완주 독농가

6 - 친환경농업의 토양 리 흙살림

5월

7 - 농업인의 건강과 웃음 F 연구소

8 - 포도 합리 인 시비기술 J사

9 - 포도의 생육진단과 리(병해충 리) 포도연구소

10 - 시설포도 리요령 김천시 독농가

6월

11 - 선진농장 견학 - 충남논산, 북완주 자체강사

12 - 델라웨어 품종 무핵과 생산기술 D시 농업기술센터

13 - 내 농장 비교견학 농업기술센터

14 - 여름철 과원 리 원 연구소

방학 15 - 해외연수 - 포도축제 비(품종비교 시포)

9월

16 - 포도가공실습(포도주 / 포도즙) W 와인 회사

17 - 가을철 과원 리 요령 Q군 농업기술센터

18 - 해외 포도재배기술 원 연구소

19 - 포도재배 사례발표 남 독농가

10월

20 - 립계품종의 리와 재배요령 포도연구소

21 - 독농가 사례발표 충남 독농가

22 - 독농가 사례발표( 자상거래  온라인 매) 경북 독농가

23 - 농업박람회견학( 남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11월

24 - 포도의 명품화 추진 사례 S시 농업기술센터

25 - 동계과원 리 농업기술센터

26 - 농업인의 건강 리 혜천  강사

27 - 포도 학 설문조사  - 운 방안 토의 

표 5-1.  A군 포도 학의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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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도의 과학영농특성화 교육사업단

  농림부는 2006년부터 지역의 재원과 인력, 시설 등을 통합 활용하여 시

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지역의 학, 지자체(기술원․센터), 농 , 학, 

농업인단체 등이 지역교육 력체를 구축,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

하는 지역 특성화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B도에서는 도 연수부를 통

해 이 부터 해오던 농업인 해외 연수 사업을 체계화하면서, 지역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원, 농 지역본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학, 

농업인 생산자 회 등이 력체를 구성하여 농교육을 담하는 법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농업인 해외 연수 교육과 더불어, 농업인 학습 네트워크 

 사후 컨설 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습을 통해 새로운 투자 모델을 설정

하고 이를 통해 생산비 감, 품질 향상, 해외 시정 선  등을 실천하여 돈

버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 사업단에서는 농업인을 수 에 따라 ․ ․고 으로 나 고 차별

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표 5-2>. 품목별 스터디그룹은 부부 심으로 

구성되며 10개 농가 정도를 단 로 하고 있다. 기술 단계별 월 2회 정도 

주간에 장 컨설 과, 야간에 3시간 정도 기술 학습을 실시한다. 주간 

장 컨설  시에는 이론․기술․실기를 병행한 기술 컨설 이 이루어지고, 

야간에는 상호 경험  문제  심의 실제 인 기술 해결을 한 토론 

심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3단계 과정을 이수한 농업인은 수료자 심

수 학습 상  주요 학습내용

품목별 스터디그룹 1년 정도의 수

⇒ 기  지식, 용어, 흐름 제시

1년 이상 3년 이내의 농가 

⇒ 생산비 감, 품질 향상, 시장선  기술 제시

고
3년 이상의 스터디그룹 농가

⇒ 비즈니스 로세스 기술 양성 주력

표 5-2.  B도 과학 농특성화 교육사업단의 스터디그룹 단계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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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조직을 통해 지속 으로 장 학습 컨설 과 련 정보를 제공받도

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단은 네덜란드, 벨기에, 뉴질랜드 등 지역의 품

목과 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기술 수 이 높은 선진 농업국의 교육․

훈련 기 과 직  교류를 통해 세계 최고 수 의 기술을 농업인들이 직  

경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문가를 직  국내 농장에 불러 장 컨설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단 한 아직 학습 지원 활동의 실증  성과는 없지만, 최근에 B

도에서 자체 으로 여러 학습 활동을 이수한 이수생을 상으로 설문 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이수생들은 이 과정에 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일 뿐

만 아니라, 이수생의 89.5%가 생산량 증 를, 87.5%가 소득 증 를 경험

하 다고 밝히고 있다.

1.3. C군의 사과연구회

  C군의 사과연구회는 지역 으로는 사과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ㅅ

면, ㅇ면, ㅎ읍 등 세 읍․면의 은 사과재배 농업인들이 행 인 재배방

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농법, 친환경 인 농법으로 사과 재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었다. 사과연구회 회원들은 서로의 농장을 수시로 방문

하여 농기술과 련된 사항들을 함께 찰하고 토론하는 ‘ 장 토론’, 매

월 1회 연구회원들이 모여 토론하는 ‘세미나’, 연구회원들이 사과 련 시

험장이나 연구기 을 방문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견학’ 등

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사과 연구회의 자생 인 학습 활동은 3년  다른 종류의 보다 문

인 교육 로그램과 결합되면서 더욱 진 되었다. 인근 J 학교와 의하

여 최고농업경 자과정(사과반)을 학이 아닌 농업기술센터에 개설하여 

사과와 련된 이론 이고 과학 인 내용 그리고 당장 연구회원들이 필요

로 하는 내용들만을 집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사과반’ 

강좌의 로그램 내용과 강사 선정에 있어 연구회가 주도  활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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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의 핵심 인물 몇몇이 모여 연구회에서 진행했던 공부의 내용을 체계

화시키기 해 심층 으로 배워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교과 과정의 각 강

좌마다 합한 강사를 물색하여 그 강사 섭외를 학교 측에 요청하고, 

학은 이를 받아들여 로그램을 기획하 다.

  이러한 연구회 학습활동의 결과, 2003년에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3개 농가에 불과했으나 2005년 말에는 20여 개로 늘어났고, 이러한 

성과가 다른 농업인들의 학습 욕구를 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득 증

와 같은 가시 인 성과 외에도 학습은 연구회원들의 기술 수 을 끌어 올

리고 사과 재배에 한 자신감을 심어 으로써 스스로의 신 잠재력을 더 

크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한 학습을 통해 연구회원들이 체득한 신

인 농기술들은 연구회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회원이 아닌 사과 재

배 농업인들에게도 되었다. 사과 연구회원들  반 이상의 농업인들

이 참여하고 있는 S 과수조합법인은 연구회 활동의 결과를 정리하여 ‘표

농매뉴얼’을 만들어 조합원 체에 보 하 다. 이 매뉴얼은 조합원들이 

자격을 유지하기 한 필수 수조건이 되고 있으며, 조합법인의 컨설  

담당자가 조합원들에게 기술 지도를 하기 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4. 개인학습 우수사례

  농업인 에 뛰어난 학습 성과를 보이는 농업인 개인학습자들의 사례30

를 연구자가 직  방문 는 련자 면담을 통해 조사하 다.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인학습자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표 5-3>. 

  첫째, 부분 높은 학습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기  원리의 이해를 해 

같은 내용을 20번 이상씩 반복 으로 수강하는가 하면, 새로이 학습한 내

30
농림부가 한국농업 문학교 산학 력단과 함께 지역별로 높은 학습 성과를 가

지고 있는 농업인을 선정하여 이들을 소개한 ‘남과 다른 1% 나의 농업노트’(농

림부 2006)의 사례를 심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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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주요

학습유형

농업소득

변화(만원)
학습특성

학습 학습

후

H군의 A씨
(50  반)

-교육․훈련:농

민교육원,농업

기술센터

- 문가컨설

-개인학습

500 3,000

이웃과의 화, 문가자문에 해 
극 인 태도, 학습한 내용에 한 철
한 기록, 기본 인 내용에 해 반복
으로 교육 수강

O군의 B씨
(30  반)

묘목

-교육․훈련:농

업인 학, 공공

정보교육기  

- 문가컨설

1,000 35,000

교육에 한 정  태도와 높은 교육
열, 자격증 획득을 통한 자신감 축 , 
교육을 통한 다양한 인  네트워크 형
성, 반복  교육 수강, 배운 것에 한 
극 인 실천의지

K군의 C씨
(50  반)

복분자

-교육․훈련: 공

공정보교육기  

- 문가컨설

-인근시험장공

동연구

1,500 13,000

기본원리 이해에 한 높은 학습욕구, 
반복 인 교육 수강, 극 인 문가
자문, 높은 장 실천의지, 학습한 내
용에 한 기록 습

C군의 D씨
(40  반)

애 마
-교육․훈련:민

간경 교육기

-학습조직

1,000 12,000

기에 한 정  사고, 문가에 
한 잦은 자문, 련서  수집․구독과 
같은 높은 개인학습 능력과 욕구, 높은 
장 실천  연구의지, 교육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D군의 E씨
(50  후반)

수국

-교육․훈련:농

업기술센터, 품

원

- 문가컨설

-학습조직

650 5,500

시행착오  실험과 같은 자기 주도학
습, 학습조직 구성을 통한 토론, 다양
한 인  네트워크 활용, 최고의 문가
들로부터 작물 생장의 원리 이해 

S군의 F씨
(50  후반)

딸기

-교육․훈련:특

성화사업단

- 문가컨설

-학습조직

2,300 12,800

기 원리 이해에 한 욕구, 학습조직
을 통한 농가간 토론과 기록, 반복 인 
선진 외국 농업 장 교육  지속 인 
문가 컨설  

L군의 G씨
(30  후반)

-교육․훈련:농

업기술센터, 농

민교육원

960 4,000
농업에 한 열정, 주변 농가와의 
화, 장 용의지, 반복교육, 교육에 
한 정  태도와 높은 학습의지

G군의 S씨
(50  반)

한우

-교육․훈련:농

업기술센터

- 문가컨설

-학습조직

6,000 10,000

반복 교육  교육에 한 정  태
도, 자격증(인공수정사) 취득을 통한 
자신감 획득, 장실천의지, 높은 학습
(연구)의지, 학습조직을 통한 기술

표 5-3.  농업인 개인학습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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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철 히 기록하여 자기 주도 으로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었다. 

  둘째, 교육․훈련 이외에도 다양한 학습유형을 활용하고 있었다. 인근 

기 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제공하는 교육․훈

련을 자비를 들여서라도 찾아가서 수강하고, 교육․훈련 이외에 이웃과의 

화, 개인서  구독, 학습조직을 통한 토론, 문가와의 잦은 화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학습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장에서 극 으로 실천하고 있

었다. 경우에 따라서 실패도 하지만 연구 정신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통해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학습조직이나 강사 활동을 통해 

인근 농업인과 공유하고 있었다.

  넷째, 기에 한 극 이고 정 인 사고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나름 로 한두 번의 크고 작은 농업경 상의 기를 경험하 지만, 농에 

한 정  사고와 열의를 가지고 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정 인 자세

를 지니고 극복하여 이를 도약의 계기로 삼았다.

  다섯째, 인근 문가 자원을 효과 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개인학습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혼자만의 힘으로 학습의 성과를 낸 것이 아니

라 인근 연구소나 농업기술센터, 학 등의 문가 집단의 자문을 극 활

용하고 있었다. 이들을 통해 다양한 교육․훈련  련 문가에 한 정

보를 얻고, 경우에 따라 같이 장 연구도 수행하면서 새로운 학습을 지속

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2. 선진 농업국의 농업인 학습 활성화 사례

  선진 농업국의 농업인 학습 활성화 사례로,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의 사례를 고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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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네덜란드의 PTC+와 DLV

  PTC+는 제2차 세계  후 네덜란드 정부가 국민들의 식량확보를 해 

농업 기계화, 집약식 농업을 실 하기 한 실습센터(agrarian practical 

centres)를 설립한 데서 출발하여 4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부록 

3>. 1980년  농업인 수와 농업계 학교 학생 수의 격한 감소에 따른 농

업교육기 에 한 구조 조정(1993년)을 통해 기존의 11개 센터가 3개의 

IPC(Innovation and practical center)로 통폐합되고, 이후 민 화 작업과 더

불어 2000년 다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5개의 PTC+로 재탄생하 다. 

PTC+에서는 농업인 교육․훈련 외에도 새로운 첨단기술 문가 집단 재

교육, 농과계 학생들의 농업 련 문 장 실습 교육, 농업 련회사의 주

문에 의한 문가 양성 교육 등도 수행한다. 재 200여 명의 문 교수진

들이 있으며 매년 30,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재 PTC+는 

네덜란드의 Oenkerk, Dronten, Barneveld, Horst, Ede의 5개 지역에 교육기

을 두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낙농, 화훼, 사료, 양돈, 양계, 식품, 분뇨 처

리 등을 가르치고 있다.

  PTC+ 교육의 특징은 실습을 통한 교육과 맞춤형 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

다. 실습을 통한 학습은 듀이가 직업교육의 원리로 내세운 ‘행함으로 배운

다(Learning by doing)’는 PTC+가 내세우고 있는 모토  하나이다. 6개월 

코스의 양돈 과정을 로 들면, 교육 기간  3개월 동안 학생 1명당 배당

되는 모돈과 비육돈이 있어, 학생은 아침 1시간, 녁 1시간을 할애하여 배

당된 돼지를 돌보고 기록해야 하며, 그 결과를 리포트로 제출해야 한다. 

한, 수시로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 농장에서 실습함으로써 학습 효과

를 최 화시킨다. 한 PTC+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년 과정의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가지고 피교육자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피교육 그룹의 요청에 따라 날짜와 교육내용을 변경하기도 한다.

  한편, DLV는 1880년 부터 시작된 네덜란드 농 지도센터(Dutch 

Extension Service)를 그 연원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보조를 통해 운 되는 

농업인 육성조직이었는데, 1993년 농 지도소가 민 화되면서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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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V(De Landbouw Voorlichting: Agricultural Advisory Service)로 개칭하

여 농업컨설 을 문 으로 담당하고 있다.

  DLV는 품목별 생산, 기술, 경 에 한 상담  문제해결 등 교육․훈

련 반을 담당하고 있다. 보․숙련․ 문과정 등 농업인 수 별 서비스

를 제공하고, 고등(성인) 농업교육은 계약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교육 로그램은 특정회사나 개인에 맞는 수 의 교육내용을 제공하

고 이수 후 련 자격증을 부여한다. 한 DLV는 농업경 컨설 을 통해 

농업기술과 농업경 의 양 측면에서 최 의 의사결정을 농업경 체에 제

공한다. 이를 해 총 41개 이 각 농업분야별 문가를 활용, 주로 기술

인 지원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 컨설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DLV는 컨설  서비스의 품질 리를 해 평가 시스템을 운 하고 있

다. 객 인 서비스 품질 리를 해 매년 농민고객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리카드에 의한 평가를 참조하고 독립여론조사기 에 의뢰, 800농가에 

해 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서비스 품질 증 를 해 TDB

(Team Development Programme)을 개발, 고객만족, 고객의 속성, 획득정

보의 효과, 서비스 매출 제고 등에 한 정보 리 체계를 확립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DLV는 1998년도에 ISO 9000시리즈의 인증을 받았다.

2.2. 호주의 Farmbis와 Training Packgage

  FarmBis는 호주 정부의 AAA(Agriculture Advancing Australia)31의 일부

로서 기존의 농업인에 한 교육․훈련이나 지도가 생산 기술 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미래의 변하는 경  환경에 능동 으

로 응하도록 경  역량을 돕기 해 등장한 교육 지원  교육연구 지원 

사업이다. 

31
 호주 정부가 농업인, 농가, 농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해 1997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정책 패키지로 Farmbis외에도 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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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과 련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정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근하도록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제공되는 주요 교육․훈련 

로그램은 지역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 으로 마 , 인력 

리, 재정 리, 생산 리, 일반 사업 리, 자연자원 리 등의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인들은 상업 으로 이용가능한 훈련에 참여할 수 있

고, 그룹으로 정형화된 훈련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에 

한 지원을 받기 해서는 해당 훈련을 시작하기  FarmBis 본부에 지원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정 비율의 교육․훈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FarmBis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state)와 특별구(territory)에서 제공하

는 각 교육과정, 훈련공 자, 그리고 훈련장소 등에 한 상세한 사항을 

FarmBis 웹사이트32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교육․훈련 공

자  수요자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와 문제 을 검하

고 있다. 한 FarmBis에서는 농업인들에게 학습 경험을 성공 으로 달

해주는 효과 인 방법과 련 요인 등에 한 연구 로젝트33를 지원하

며, 그 연구 결과를 새로운 Farmbis 로그램에 바로 용하고 있다. 

  호주는 국가수 에서 각 산업분야별 직업능력표 (competency standard)

에 의해 요구되는 교육․훈련  평가, 련 자격을 연계시켜 놓은 훈련 

패키지(Training Package)를 운 하고 있다. 이것은 직업능력표 , 평가지

침, 자격체계로 구성되며, 농업분야 역시 각 품목별 의회에 의해 개발되

32
 FarmBis 웹사이트 : http://farmbis.gov.au/ 

33 지 까지 수행된 주요 연구 내용을 보면 ‘수요자 심 교육․훈련 제공

(Providing client driven education and training)’, ‘농업인을 한 교육․훈련: 

네트워크 형성 가이드(Education and training for primary producers - a guide 

for creating rural networks)’, ‘농업인의 인터넷을 활용한 비공식 교육에 향을 

주는 사회요인(Social factors affecting informal farmer learning using the 

Internet)’, ‘농업인의 교육․훈련 결과가 농가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향

을 미치는 조건(Conditions influencing on-farm implementation of education & 

training outcomes)’, 농  여성의 신기술 사용을 통한 자원 경  개선(Impro- 

ving resource management through rural women's use of new technolog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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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통해 농업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

패키지는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34  국가에 등록된 훈

련기 (RTO: 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에서 활용하게 되고, 농업

인 양성  재교육 역시 이들 기 을 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재까지 

개발된 농업 련 훈련패키지는 <표 5-4>와 같다. 

품목

자격 유형(개)

계Certificate
Ⅰ

Certificate
Ⅱ

Certificate
Ⅲ

Certificate
Ⅳ

Diploma
Advanced
Diploma

Agriculture 10 18 18 16 9 4 75

Food  4  4  4  1 1 - 14

Horticulture  8  8  8  8 8 8 48

Meat  1  2  7  6 - - 16

Pulp & Paper  1 13 13  7 1 - 35

Tourism  1  4  9  3 3 1 21

Veterinary Nursing -  1  1  4 1 -  7

표 5-4.  농업 련 훈련 패키지 황

2.3. 뉴질랜드의 FFNZ

  FFNZ(Federated Farmers of New Zealand)는 1902년 범국가  뉴질랜드 

농민연합(New Zealand Farmers Union)의 설립에서 시 가 되어, 1945년부

터 공식 인 운 을 시작한 역사가 있는 뉴질랜드의 표 인 농업인 단체

로 17,0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국 으로 24개 지역 네트워크를 갖

고 있고, 7개 품목별 조직을 가지고 있다. 

  FFNZ의 회원들에 한 교육․훈련은 AgITO(Agriculture Industry Tra- 

ining Organisation)에 의해 공 되는데, 리더십 과정(leadership courses), 

34 우리나라의 문 학에 해당하는 교육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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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안 (farm safety) 과정, 탁 훈련 과정(agriculture ITO courses), 국

제교환 로그램(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mes) 등이 표 이다. 

  리더십과정은 농민연합의 농승계계획에 요한 훈련 과정으로 뉴질랜

드 국립은행(The National Bank of New Zealand)의 지원을 받고 있다. 리

더십과정의 훈련은 두개 수 으로 나뉘어 있으며, 2일간에 걸쳐 이루어지

고 있다. 각 수 의 로그램은 매우 상호작용 이며, 실질  방법으로 워

크샵 등을 통해 달된다. 수  1(Level 1: Getting Your Feet Wet with 

Federated Farmers)은 기업 문가, 정치가 그리고 단체들에 의한 리젠테

이션을 통해 농업과 연결하고, 농업 정책을 배우고, 차 으로 일을 하고 

효과 으로 로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수  2(Level 2: 

Advanced Leadership Skills)는 연설, 회의 리하기, 미디어 다루기, 

그리고 각 지역 농업리더십의 실질 인 부분에 을 두는 과정이다.

  농장 안  과정은 농업인들의 안  사고를 방하기 한 일련의 로

그램으로 ‘농가안 인식 → 농가안 계획 → 농가안 기술’ 등 3단계이며, 

각 단계별 교육은 각 분야 문가에 의해 1~2일짜리 워크 으로 진행된다. 

  탁 훈련 과정은 뉴질랜드 최 의 농업 분야 훈련 기 인 Agriculture 

ITO(industry Training Organization)와 연계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뉴질랜

드 자격 회에 등록된 농업분야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은 교육․훈련뿐 아니라 지역의 Agriculture ITO에 소속된 문가

로부터 언제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 교환 로그램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은 회원에게 다른 나라

에서 훈련을 받거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로그램은 

여행티켓에서부터 일자리와 보험, 심지어 여행 가방까지 제공해 으로써 

여행의 실제 인 측면을 도와 다. 

  한편, FFNZ에서는 각종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회원 간의 경쟁을 유도하

고 각 지역 그리고 국을 무 로 농민회원 자신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

를 다. 이를 통해 경쟁자들은 상을 타고 돈을 받는 기회를 갖고, 그들의 

농장 사업에 한 연례 인 정 검사를 받고,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의 기

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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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덴마크의 DAAC

  덴마크 농업자문센터(DAAC: Danish Agricultural Advisory Centre)는 덴

마크 농민동맹(Danish Farmer's Union or Danish Agriculture)의 하 조직

으로 국가  지역 차원에서 농업인들에게 농 컨설 을 제공하는 비 리

기구이다. 앙의 1개 센터(National Center)와 46개 지역센터(Local 

Advisory Centre), 그리고 약 3,500여 명의 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앙

조직에서는 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여 지역센터에 보 하고, 지

역 센터에서는 한 개소당 20~70여 명의 상담요원들이 약 500~2000여 명

의 농업인에게 컨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  서비스 센터는 국가로부터 운 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나 운

자 의 부분은 농가들이 가입되어 있는 동조합으로부터 조달되어 

운 되고 있다. 즉, 각 농업 동조직체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들이 지불하

는 회원비로 농업 컨설  서비스 운 비가 충당되며, 재정과 련된 상담

업무는 일체를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요원은 국가에 제한받지 

않아 공평성과 경제 인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다른 국가에서 공공 상담요원의 수가 차 감소하는 가운데 덴마크에서

는 오히려 격히 증원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운  특성에 기인한다. 

농민들이 지도원의 증원을 바라며,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문성에 한 

부담 증가를 이려 하고 있다.

3. 비농업 분야 근로자 학습 활성화 지원 사례

  국내 비농업 분야 근로자의 학습 활성화를 한 정책 지원 사례35를 농

업 부분에 시사 이 많은 것들을 심으로 고찰하 다.

35 노동부의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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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혁신역량 강화

  노동부는 소기업의 신역량 강화를 해 학습조직화, 핵심직무능력

향상, 직업훈련 컨소시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가 상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조직을 노사 의를 통해 구성할 경

우 련 비용을 지원하는 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을 2006년부터 실시하

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HRD 컨설 , 인력개발 담자 채용, OJT 로그

램 개발, 근로자 학습 휴가제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표 5-5>. 

  한 개별 소기업이 근하기 어려운 우수훈련기 의 최고  과정을 

공모․선정하여 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인건비도 지원하는 소기업 핵심

직무능력 향상 사업은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연 2만 명의 

근로자가 지원받고 있다. 략경 ․경 신, 인사․조직, 마 ․유통, 

HRD․리더십, 재무회계, 생산․품질 리 등의 훈련분야를 으로 지

원하고 있지만, 소기업에 한 수요조사를 통해 훈련분야․ 문과정을 

지속 으로 확 해가고 있다. 

  이밖에 소기업이 력업체인 기업 는 사업주 단체(산업․업종별 

소기업), 공공훈련기 ․ 학과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형성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6년 재 연 20만 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구    분 지원내용

사 단계  HRD 컨설 , 인력개발 담자 채용

시행단계  학습조(Cop), OJT 로그램 개발, 근로자학습휴가제, 멘토

사후단계  사후 리 컨설 , 우수학습활동 보상

표 5-5.  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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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지원

  비농업분야에는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공통의 인 자원개발을 

한 공 기구로 각 업종별로 기술인력 수요자인 기업 표 심으로 산업별 

인 자원 의체(Sector Council)가 구성되어 있다.36 산업별 인 자원개발

의체는 산업 차원의 직업능력 개발정책 수립  달의 심축으로 활동

하고 있다<표 5-6>. 이를 활성화시키기 해 노동부는 산업별 인력수  분

석  망, 훈련 로그램 개발․실시, 국가기술자격 운  참여, 자격검정 

탁, 공학교육의 산업 기여도 평가, 산업별 HRD 문가 양성 등 산업별 

의체에서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 련 업무와 재정지원을 단계 으로 

확 하고 있다. 

의체 분 야

실 

훈련
로그램 
개발

교재․매체 
개발

훈련 
인원

섬유산업 의체 고부가가치 의류 기술인력 3개 20개 93명

자거래 의체 e-biz 문인력 5개 10개 128명

자동차산업 의체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력 9개 7개 480명

자산업 의체 차세  이동통신 기술인력 7개 7개 37명

반도체산업 의체 차세 반도체 기술인력 6개 7개 156명

디스 이산업 의체 디스 이 기술인력 13개 25개 607명

기계산업 의체 지능형 로  기술인력 6개 6개 123명

조선산업 의체 조선산업 설계인력 1개 5개 40명

철강산업 의체
철강산업 기계․장비 문

인력
5개 11개 160명

표 5-6.  산업별 의체의 직업능력개발 추진실 (2005～2006) 

36 2006년 재 10개 의체, http://www.shrd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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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표준(모형)의 개발․보급

  각 직업분야별 업무의 성공 인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국가  차원에서 표 화한 국가직업능력표 (National Occupational Stand- 

ards)37을 개발하여 직업능력개발․자격검정 기 으로 활용 활성화하고 있

다<그림 5-1>. 한 산업별 인 자원개발 의체를 통해 생산 장의 특성

을 반 한 체계 인 장훈련(OJT) 로그램을 개발하여 소기업에 보

하고 있다. 2007년에는 철강, 조선, 섬유, 반도체 등 4개 의체에 장훈

련 로그램을 개발․지원했다. 한편, 주요 훈련직종에 한 표 모형을 

개발, 핵심 커리큘럼 제시  훈련과정의 수 별 모듈화를 통한 훈련의 질

 수 을 제고하고 있다. 2006년 정보통신․사무 리 분야가 개발되었고 

이후 서비스, 산업응용, 기계․장비 등의 분야도 개발될 계획이다.

그림 5-1.  국가직업능력표 (NOS) 홈페이지 

자료: http://nos.hrd.go.kr.

37 2006년까지 145개 직종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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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HRD 전문 인력의 전문성 제고

  소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CEO와 HRD 담당자 연수모형을 개발하고, 

지역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 퇴직 HRD 문인력 풀(pool)

을 구축하여 멘토 방식으로 소기업에 HRD 기법․노하우를 자문할 계획

이다. 한 재 한국기술교육 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HRD 문인

력 교육을 차 확 하여 지역 거  학별로 HRD 문과정 운 을 지원

함으로써, 소기업 HRD 담당자, 학․ 문계고 교사, HRD 경 자 등에 

한 실무형 직업능력개발 문가 육성 코스를 제공할 정이다.

3.5. 교육․훈련정보 제공 확대

  훈련정보 제공 확 를 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직업능력개발 종합정

보사이트인 HRD-Net을 운 하고 있다<그림 5-2>. 여기에서는 직업별 구

인․구직 정보, 련 훈련과정  자격종목, 직업능력 등에 한 정보를 종

합 제공하고, 훈련기   훈련과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훈련기

․과정 입력사항을 표 화․규격화하고, 련 정보(취업률, 훈련기  평

가결과, 수강생 만족도, 강사이력, 훈련실  등)를 실시간 제공하며, 메일링 

서비스  SMS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훈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6.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

  비정규직 등 이러닝(e-Learning)에서 소외된 계층을 상으로 맞춤형 콘

텐츠를 개발하여 훈련하고, 민간기 이 개발하지 않는 기계장비, 산업응용

기술 등 소기업 수요 분야에 해 폴리텍  등에서 블 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을 실시하며, 소기업 상으로 e-HRD 시스템(e- 

Learning 수강, 교육․훈련 과정 리, 지식 리시스템과 통합 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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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HRD-net 홈페이지

자료: http://www.hrd.go.kr/jtnethome/index.html.

지원하고 있다. 한 이러닝 질 리 강화를 해  이러닝 콘텐츠 심사, 평

가 내실화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이러닝 문인력(기획, 콘텐

츠 개발, 시스템 운  인력)의 체계  육성  연수 로그램 개발․운  

 련 자격증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3.7. 기타

  민간훈련기 에는 성과 심의 경쟁체제를 조성하고, 공공훈련기 을 통

해서는 시장실패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훈련기 에 한 평가

를 통해 우수 훈련기 에 해서는 신규 훈련과정 개발․실시 지원  정

부 포상을 하고, 우수 훈련과정에 해서는 1년간 훈련비의 20%를 추가 

지 한다. 특히 평가항목  훈련실  평가배  확   기업․근로자 만

족도 조사를 추가(2006년 시행)하고, 훈련유형별로 평가기 을 특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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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 훈련기 의 평가등   평가항목별 수를 HRD-Net에 공개

하고, 이후 훈련기  평가결과를 토 로 훈련기  인증제  등 별 차등

지원 방안 도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자격 문기 으로, 한국폴리텍 학은 구조조정을 통해 소기

업․취약계층 훈련 심기 으로, 한국기술교육 학교는 HRD 문인력 

양성․재교육 기 으로 상 정립을 하 다. 특히 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

력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기업, 비정규직 등에 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컨설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훈련기  평가, 국가직업능력표  

운용, 근로자 경력개발모델 개발 등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거가 되는 인

라를 구축하고, 국가기술자격 운  외에 소기업 사내자격 컨설 , 구

직자 자격상담, 민간자격 리자 교육 등 자격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

다. 

  이 밖에 노동부는 ‘HRD 수  진단 → HRD 컨설  → 학습조직화 → 

우수기업 인증’에 이르도록 개별 소기업 수 에 맞는 ‘ 소기업 인 자

원개발 지원사업의 통합 로세스’를 구축하여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

으며, 외국 우수기업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HRD 략 수립에서 평가․보

상에 이르는 ‘기업 HRD 표 모형’ 개발․보 을 계획하고 있다.

4. 시사

  농업분야 국내외 우수 학습 사례 그리고 비농업분야 근로자를 한 학

습 지원 정책 사례 고찰을 통해 농업인 학습 활성화를 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도출하 다. 

  첫째, 농업인의 장 요구를 반 한 로그램 구성이다. A군의 포도 학

이나 C군의 사과연구회 사례를 보면 농업인의 주도하에 학습 경험과 강사

를 선정하거나, 담당자가 농업인들과 돈독한 신뢰 계 형성과 헌신  노력

을 통해 이들의 높이에 맞고 농 장과 직결되는 로그램을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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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성공 인 학습의 요한 요인이었다. 한편 네덜란드 PTC+는 이를 맞

춤형 교육의 형태로 실 하 다.

  둘째, 교육․훈련과 연계된 학습 활동의 제공이다. A군의 포도 학, B도

의 과학 농교육특성화사업단, C군의 사과연구회는 모두 교육․훈련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 학습조직을 통해 그리고 담당자 는 련 문가의 사

후 컨설 이 연계되어 학습 경험이 농장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

다.

  셋째, 담당자의 문성과 헌신  노력이다. A군의 포도 학, B도의 과학

농교육특성화사업단, C군의 사과연구회의 담당자 는 농업인들과의 면

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학습경험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담당자

가 농 기술뿐만 아니라 로그램 운 에 있어 문성을 발휘하고 헌신

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학습자에 한 사례 분석에서도 공통

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비농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의 요성

을 인식하고 문 교육기 을 지정하여 운 하고 있었다. 한편, 덴마크의 

경우 농업인 수가 고 있음에도 컨설  요원수를 증 시켜 복잡해져 가는 

경 환경에 한 농업인들의 문성 요구를 충족시켜가고 있었다. 

  넷째, 학습자의 학습과 농에 한 태도의 요성이다. 학습자 특성 분

석을 통해서도 도출되었듯이 성공 인 농업인 학습자 부분 높은 학습의

지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학습유형을 활용하고, 학습 결과를 농 장에

서 극 실천하고, 기에 하여 정 으로 사고하고 있었다. 이는 성공

 학습에 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과 농에 한 기본 태도가 얼마

나 요한지를 보여 다.

  다섯째, 학습내용의 표 화이다. 호주의 훈련 패키지나 국내 비농업 분

야의 근로자 학습에 있어 국가직업능력표 , 주요 훈련직종에 한 표 모

형 개발 등의 사례를 보면, 한 직업의 업무를 성공 으로 수행하는 데 필

요한 구체 인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체계 으로 분류하고 이를 달성하

는 데 필요한 학습내용과 학습유형 등의 모형을 설정하 다. 농업인들의 

학습에 있어 내용 간 복을 피하며, 수 별 연계를 강화하기 해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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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농업인 단체, 품목 단체의 역할 강화이다. 호주의 훈련 패키지가 

각 품목별 의체를 통해 개발되고 뉴질랜드 FFNZ가 주도한 교육․훈련, 

덴마크 농민연맹 산하 DAAC의 농가컨설 은 생산자 단체가 주도 으로 

농업인들의 학습 경험을 지원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비농업 분야의 산

업별 인 자원개발 의체를 통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역시, 인 자원개발에 

있어 생산자 단체 역할의 요성을 시사한다.

  일곱째, 학습자에 의한 기  평가 강화이다. 네덜란드 DLV의 컨설  서

비스 품질에 한 독립 여론기 에 의한 고객 조사, Farmbis의 학습 경험 

공 자  농업인 학습자들을 상으로 한 정규 인 설문조사, 그리고 비

농업분야 민간훈련기 에 한 기업․근로자 만족도 조사 추가를 토 로 

한 훈련기  인증제 등은 학습자가 기  평가에 참여하는 체제를 갖춰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여덟째,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과 학습 련 종합 정보의 제공이다. 변

화하는 지식과 기술에 한 시 학습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학습이 앞으로 강조될 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운 하는 HRD- 

net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각종 직업훈련  훈련장소를 검색하고 

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탑재하고, 

이러닝 로그램을 제공하는 e-HRD를 실행하고 있었고, 온라인 상의 컨설

도 제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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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학습 련 이론 고찰, 련 제도 분석, 련 실태와 요구 분석, 

련 사례 분석 등에서 발견한 문제 과 시사 을 바탕으로 농업 인 자원

개발을 한 학습 활성화 방안을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으로 제시하

다. 

1. 기본방향

  변하는 환경에서 다른 산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농업부문도 지식기반

의 경제구조로 빠르게 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 자원은  

규격화된 지식과 기술을 그 로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훈련’을 통해서가 

아닌, 학습자가 자신의 성과 개선을 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모든˙ ˙  활동에 의해 개발되는 체제로 바 고 있다. 농업 인 자원개발에 있

어 ‘학습’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농업인 학습 련 제도를 분석한 결과, 학습 경험을 제공하

거나 지원해주는 기 들의 련 문성이 부족하고, 학습 경험의 조직․운

에 있어 장성이 부족하고, 기   로그램 간의 차별화  연계가 

부족하고, 학습기 들의 학습 여건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이외의 학습유

형은 아직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 다.

  농업인의 학습 실태와 요구를 분석한 결과, 농업인 다수가 학습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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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지만 이  과반수가 참여상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 장

애는 시간부족 같은 상황요인, 로그램 내용의 부 , 시기․장소의 부

, 홍보 부족 같은 기 요인, 그리고 자신감 부족 같은 개인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농업인들은 경제 분야 학습을 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는 기술 분야가 학습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었다. 농업인들은 문가와 함

께하는 장 심 인 학습 경험을 원하고 있었지만 실은 그 지 못했

다. 다양한 학습유형을 활용하는 농업인이 학습 실천도 많이 하고 있었다. 

농업인들은 교육․훈련을 문성 개발의 수단으로 가장 선호하고 있었지

만 평소에는 개인학습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었다. 농업인들이 변화의 필

요성을 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학습 실천의 장애요인이었다. 

한편, 농업인들은 농품목뿐만 아니라 농 경력․규모․능력 등에서 서

로 차이가 나는 농가유형에 따라 상호 다른 학습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농업인 학습 련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 농업인 학습 활성화를 해서 

농업인의 장 요구를 반 한 로그램 구성, 교육․훈련과 연계된 학습 

활동의 제공, 담당자의 문성과 헌신성 확보, 학습자의 학습과 농에 

한 태도 개선, 학습내용의 표 화, 생산자 단체의 학습에서의 역할 강화, 

학습자에 의한 기  평가 강화, 온라인 학습 콘텐츠 구축과 학습 련 종

합 정보의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를 토 로, 이 연구에서는 농업 인 자원개발을 

한 학습 활성화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농업 인 자원의 

문성 개발을 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의 학습 참여를 진하고, 참여한 

농업인들은 다양한 학습유형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학습한 결과를 농 장에서 극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그

림 6-1>. 농업인의 학습 참여 진을 해서는 농업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과 개인의 특성에 의해 발생하고 학습 로그램을 제공하는 기 에 기인한 

장애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 활동의 활성화를 해서는 교

육․훈련 이외에도 학습조직, 문가자문, 개인학습 등의 다양한 학습유형

을 통한 학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 실천의 활성화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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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농업 인 자원개발을 한 학습 활성화의 기본방향 

서는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반 여건 제공과 더불어 변화

의식의 함양  이를 지지해주는 사회  네트워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2. 세부 추진방안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 학습 활성화의 세부 추진방안을 학습 참여 활성

화, 다양한 학습 방식(활동)의 활성화, 학습 실천의 활성화 그리고 학습 활

성화의 기반 조성 등 네 개 부문 총 15개 과제로 제시하 다. 농업인 학습 

련 제도, 실태  요구, 련 사례 등에 한 분석 결과 도출된 시사 과 

각 과제와의 계는 <그림 6-2>과 같다. 분석결과 제시된 문제 이나 시사

을 해결하기 한 과제가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다.38 한 로 학습 실태

와 요구 분석 결과 나온 농업인들이 ‘학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장의 

문제를 이 연구에서는 ‘블 디드 러닝 활성화’와 ‘학습계획  사업계획 

38
 련 제도 분석 결과와 해당 과제는 붉은색 선, 련 실태와 요구 분석 결과

와 해당 과제는 검은색 실선, 련 사례 분석 결과와 해당 과제는 란색 선

으로 표시하 다.



농업 인 자원개발을 한 학습 활성화 방안104

그림 6-2.  농업인 학습 련 제도, 실태  요구, 사례에 한

               분석결과와 15개 과제와의 계

수립’이라는 과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 다. 그리고 비록 15개 과제들이 

네 개 부문으로 나 어 제시되지만, 각 과제들이 다른 부문에도 한 

련이 있음을 보여 다. 

2.1. 학습 참여의 활성화

  농업인의 학습 참여 활성화를 해서는 학습 경험 공 자와 수요자(농업

학습기관들의 전문성 부족

학습 프로그램의 현장성 부족

학습 프로그램간 연계성 및 차별성 부족

학습 기관간 연계 부족

학습 기관의 학습여건 부족

교육훈련외 학습유형활성화 미흡

학습 시간 부족

프로그램내용, 시기, 장소 및 홍보 부적절

학습자로서 자신감 부족

경제분야 학습에 대한 요구

개인학습에 대한 높은 의존성

여러 학습유형연계활용의 중요성

학습자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

현장중심교육 및 현장전문가 교육

변화 의식함양 및 단계적 변화 유도 필요

영농품목 및 농가유형별 특성 고려

현장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교육･훈련과 연계된 학습활동 제공

담당자 전문성과 헌신성

학습과 영농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

학습내용 표준화의 필요성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

학습자에 의한 학습기관 평가

온라인콘텐츠개발 및 학습종합정보제공

농업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설립

수요자에 의한 학습기관 평가 강화

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영농품목 및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접근

학습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실행조직 단위 학습 활성화

경영 관련 학습 프로그램 강화

학습 기관의 규모화 추진

학습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

농업능력표준 개발, 보급, 활용

블렌디드러닝 활성화

학습프로그램 담당자 전문성 개발

학습 가치 홍보 강화

학습 프로그램 홍보 강화

공급자와 수요자간 신뢰관계 형성
관
련
제
도

분
석

실
태

및

요
구

분
석

관
련
사
례

분
석

참

여

학

습

실

천

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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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간의 신뢰 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다양한 학습 로그램에 한 홍보

를 강화해야 하고, 학습이 얼마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활동인가에 

해 국민 으로 호응을 얻고, 농업인들이 이에 해 제 로 인식할 수 있

어야 한다.

추진과제 1. 공 자와 수요자 간의 신뢰 계 형성

  학습 참여 진을 해서는 학습 로그램 공 자(학습기 )와 수요자

(농업인) 간의 신뢰 계 형성이 필요하다. 농업인들의 학습 참여 장애와 

련한 가장 큰 개인요인이 학습자로서 스스로 능력에 한 자신감 부족이었

다. 농업인들에게 학습 로그램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활

동으로 인식되어야 참여가 진될 수 있다. 교육․훈련, 학습조직, 문가

자문 등 학습 로그램을 공 하고 지원하는 담당자들은 학습 참가자들이 

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기 하는지에 해 제 로 알아야 한다. 

이를 해 학습 로그램 공 ․지원 기 의 담당자들은 참여가 상되는 

수요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하여 지원 인 학습 계 형성을 해 노

력해야 한다. 농업인 학습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공한 학습 뒤에는 

담당자의 문성과 더불어 농업인들의 장 요구를 악하고 이를 로그

램에 반 하려는 헌신 인 노력이 있었다. 학습 로그램 수요자와 공 자

간의 신뢰가 형성된다면, 농업인들이 원하는 학습 내용과 방법에 한 요

구 분석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지속 인 참여가 진되고, 학습 결과의 

농 실천도 활성화 될 것이다.

추진과제 2. 학습 로그램에 한 홍보 강화

  교육․훈련, 학습조직, 문자자문 그리고 개인학습 등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학습유형의 자원에 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많은 농업

인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의 학습을 할 수 있는지에 한 정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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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습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그동안 학습 로그램이 다

양하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특정 기 에 의해 정형화된 수업으로 

집체식으로 진행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학습 로그램을 홍보한 데

에서도 기인한다. 농업인들의 학습 참여 장애요인으로 시간 부족을 가장 

많이 지 한 것은, 나와는 계없이 이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형화된 집체식 교육․훈련을 학습의 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학습조직, 문가자문, 개인학습 등 다양한 

학습유형의 자원들을 표 화되고 규격화된 틀에 의거하여 체계 으로 정

리하고, 온/오 라인을 통해 종합 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학습 로그

램에 한 정보를 홍보할 때에는 그 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학습 경험이 

제공되며, 구체 으로 구를 상으로 한 것인가와 더불어 제공 기 (기

평가결과, 수강생 만족도, 강사이력, 훈련실  등)에 한 상세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추진과제 3. 농업인 학습의 가치에 한 홍보 강화

  학습 참여가 얼마나 개인의 발 이나 농활동에 실제 인 도움을 주는

지 그 가치에 하여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사례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

이, 성공 인 농업인들은 학습에 하여 정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농

업분야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러기 해서는 

지속 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나아가 농업인 

학습의 유․무형  가치가 사회 으로 수용되고, 이에 한 공공부문의 투

자가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호주가 Farmbis라는 사업에서 사업 수혜

자(농업인)와 교육 공 자들에 한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인 

학습 련 연구 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은 농업인 학습의 개선을 한 방

안 마련과 더불어 농업인들의 학습 가치를 발견하고 홍보하기 함이다. 

학습 활성화를 한 련 연구를 지원하고, 특히 각종 농업인 학습 활동의 

경제  가치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홍보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학습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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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환과 더불어 학습 참여를 진하고, 국민 으로는 농업인 학습에 

한 지원이 합법 인 공  비용임을 알려야 한다.

  학습 참여 활성화를 한 세 가지 과제의 효과  추진을 한 정부, 생

산자 단체, 학습기 의 구체 인 역할을 정리하면 <표 6-1>과 같다.

과제 정부 생산자 단체 학습기  (담당자)

공 자, 

수요자 간 

신뢰 계 

형성

-지역 는 국농업

교육 회 개최

-담당자 문성 개발 

지원

-학습기 들과의 긴

한 조 계 유지

-회원과 학습 담당자

들과의 만남의 자리 

마련

-농업인과 다양한  

창구 마련

- 장 요구를 체계 으로 

로그램에 반

학습 

로그램 

홍보 강화

-Agriedu의 학습 

로그램 정보 내용 다

양화 

-입력 내용을 표 화, 

규격화 

-뉴스 터, 오 라인 

모임, 기  홈페이

지를 통한 Agriedu 

이용 홍보

-기 의 다양한 학습 자

원을 Agriedu에 제공

-강사요원들에게 학습 경

험 달 시 연계된 련 

학습 정보 안내 요청

학습 가치 

홍보 강화

-국민들을 상으로 

농업인의 학습 투자

에 한 가치 홍보

-농업인 학습 련 연

구에 한 지원 강화

-농업인을 상으로 

학습의 요성과 가

치 홍보

-학습 과정에서 농업인

들에게 학습의 유형, 무

형의 이득을 홍보

표 6-1.  농업인 학습 참여 활성화를 한 부문별 역할 

2.2. 다양한 학습 활동의 활성화

  농업인의 다양한 학습활동 활성화를 해서는 학습 로그램 운 ․지

원하는 인력의 문성을 개발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 라인의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활용하는 블 디드 러닝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농업인이 개발해야 

할 구체 인 문성의 내용을 표 화한 농업능력표  개발하고 보 ․활

용해야 하며, 개별 학습 로그램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매듭 없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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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제시해 주어야 하며, 소규모 학습기 들의 통합이나 연합을 통한 

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추진과제 4. 로그램 운 ․지원 인력의 문성 개발

  농업인 학습 로그램을 운 하고 지원하는 담당 인력의 문성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농업인 학습 로그램의 성공에 가장 요한 요인은 무엇

보다 로그램을 운 ․지원하는 인력의 문성과 장성이다. 학습 련 

제도와 문제  그리고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학습 로

그램의 문성  장성 부족, 로그램 간 차별화  연계 부족 등의 근

원은 담당자들의 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학습 활동의 핵심 진자로서 교육․훈련 운  담당자, 학습

조직 담당자  컨설턴트의 문성을 체계 으로 개발시켜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해당 분야의 이론과 장 경험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학습을 진시

키는 방법에 한 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노동부의 경우 한국기술교육

학교를 통해 소기업 인 자원개발 담당자들의 문성을 체계 으로 개

발하고 있었다. 농업 분야도 담당 인력의 문성이 농업 인 자원개발을 

해 얼마나 요한지를 인지하고 이에 한 투자를 확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컨설  인력의 경우 국내에 합한 문성 개발 기 이 없을 경우 해

외 문 기 에 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추진과제 5. 블 디드 러닝 활성화

  농업분야의 학습에서도 온라인과 오 라인의 다양한 학습 자원을 활용

하는 블 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활성화해야 한다. 블 디드 러

닝39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참석한 사람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 교

39 면 면 교육․훈련 방식과 이러닝(e-learning)을  효과 으로 통합(Blend)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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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상황을 해소시키며 다양한 학습유형의 

조합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학습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모든 학습기 이 농업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최고의 권 자나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

공할 수는 없다. 신뢰할 수 있는 국내 는 세계 으로 권  있는 최고의 

문가를 특정 지역이나 농가에 빙하는 것은 경제 으로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회비용을 낭비하여, 이 모든 것을 감수한

다고 해도 여러 사정에 의해 불가능할 수 있다. 선도 인 농업을 하고 있

는 특정 지역이나 농가에 한 방문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고의 권 자로

부터 최고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온라인 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다양한 

기 과 개인이 체계 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기 들

은 각자의 학습 로그램 후로 학습 분 기 조성을 한 오리엔테이션 

자료나 마무리 자료, 는 로그램 간에 요한 해당 사례로 활용함으

로써, 최 의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다.

추진과제 6. 농업능력표 의 개발⋅보 ⋅활용

  농업 인 자원의 문성에 한 개념 규정과 함께 성공하는 농업인에게 

요구되는 구체 인 능력이나 자질이 무엇인지에 한 표 화한 농업능력

표 을 개발․보 ․활용해야 한다. 국가직업능력표 (National Occupatio- 

nal Standard)40 형태의 농업능력표 을 통해 상자에 따른 내용 차별화와 

세분화, 내용 간 연계성 증 , 그리고 내용의 효율  갱신이 가능하다. 수

요자 심의 학습내용 결정이 가능하고 한 표 이 활성화되면 자격 인증

으로도 이어져 농업인의 경력 개발에도 도움을  수 있다. 국가직업능력

표 은 크게 기 직업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성이 되는데, 기 직

두 가지 교육방식의 장 을 모두 획득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의미한다.
40

 2007년 말 재 수도작,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 등의 품목에 한 직업능력

표 이 개발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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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능력41은 모든 직업에 용되는 능력으로 이미 개발되어 있다. 따라서 

추가 으로 필요한 것은 농업 분야 직무수행능력이다. 농업 분야 직무수행

능력은 농품목에 계없이 농업에 공통 으로 필요한 농업공통직업능력, 

각 품목분야별 필수농업능력, 그리고 세부 품목별 선택농업능력 등으로 구

성될 것이다.

추진과제 7. 학습 로그램 간 연계 강화

  학습 로그램 간 연계를 강화하여 매듭 없는 학습 경로(Learning Pathway)

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용 간 연계성 부족, 교육․훈련외 학습 유

형의 활성화 미흡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한번 학습 로그램에 참

석한 농업인 일수록 추가 인 로그램에 참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습 

활동에 농업인을 지속 으로 참여시키기 해서는 해당 로그램과 련 

로그램을 연계시켜주어야 한다. A군의 포도 학, B도의 과학 농교육특

성화사업단, C군의 사과연구회 모두 교육․훈련에 그치지 않고, 이후 학습

조직을 통해 그리고 담당자 는 련 문가의 사후 컨설 이 연계되어 

학습 경험이 농장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학

습 로그램 간 연계를 통해 추후 로그램에 한 심이 고조되고, 해당 

로그램 담당자에 한 신뢰도 향상도 기 된다. 연계되는 학습 로그램

은 각 농업인의 농이나 학습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

이 제공되어져야 하지만, 특히 집체식으로 이루어진 교육․훈련 로그램

은 반드시 개별  근이 이루어지는 다른 학습유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공될 필요가 있다.

41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 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 리능력, 인 계

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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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8. 학습기 의 규모화 추진

  교육․훈련, 문가자문(컨설 ) 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업인 학습기

의 규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기 의 학습 여건 부족 

문제, 로그램 운 의 문성 부족 문제  장성 강화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 농업인 단체, 품목 단체가 자체 활동의 일부로 실시하는 교육․훈

련의 경우 수요자 심 학습의 실 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만, 실 으로 아직 교육․훈련을 독립 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시설

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문 인력이 부족하다. 한 부분의 민간 컨설  

업체 역시 매우 세하여 농업컨설 만으로 운 이 어렵고 인력, 경험, 

문성 부족 등으로 수  높은 컨설  서비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 

학습기 들의 지역 단  는 유사 품목단 로 연합 는 통합(교육․훈련 

기  간, 교육․훈련 는 컨설  기  간)으로 학습기 의 규모화를 통해 

운 의 문성을 높여야 한다. 농업인 학습만을 담하는 여유인력의 확보

한다면 로그램의 질이 향상이 되고, 여러 학습유형의 학습 로그램을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의 다양한 학습 활동의 활성화를 한 다섯 가지 과제의 효과  추

진을 한 정부, 생산자 단체, 학습기 의 구체 인 역할을 정리하면 <표 

6-2>와 같다.

2.3. 학습 실천의 활성화

  농업인의 학습 실천 활성화를 해서는 농업인으로서 자신감과 변화의

식을 키우고 과학 으로 경 체를 리하도록 하는 경  련 학습 로그

램을 강화하고, 개별 농업인 단 가 아닌 부부, 가족, 작목반, 법인 등 경

련 실행조직 단 의 학습 활동을 강화하며, 농업인의 학습  사업과 

련한 ․장기 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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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정부 생산자 단체 학습기  (담당자)

학습 

로그램 

운 ․지원 

인력의 

문성 개발

-담당자 개발 기  지정

-체계 인 국내외 연수

  실시

-담당자 채용 지원  

-담당자 교육시 체 인

력 지원

-학습기 과의 로그램 

기획․운 시 피드백 

활성화

-장기 으로 자체 학습 

문가 육성  인증

- 담부서나 인력 배치

-타 학습기 과의 네트

워크 활성화

블 디드 

러닝

활성화

-생산자 단체의 콘텐츠 

개발 지원

-Agriedu에 탑재, 활용방

법 안내

-학습 포털 운

-온라인 콘텐츠 활용 장

비 지원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우수사례, 최고 권 자

로부터 최고의 콘텐츠 

개발( 문개발기 에 

탁)

-생산자 단체와 함께 콘

텐츠 개발에 참여

- 로그램 , , 후에 

활용

-온라인 콘텐츠 활용 장

비 구축 는 공동 활용

농업능력표  

개발․보

․활용

-노동부에 농업분야 국가

직업능력표  개발 

조 요청 는 생산자 단

체의 표  개발 지원

-개발 문가, 학습 문가

와 함께 세부 품목별 능

력표  개발에 참여 

는 개발 주도( 문개발

기 에 탁)

-능력표 개발 시 품목별 

인력 육성의 비  반

-능력표  개발에 참여

-능력표 을 로그램 기

획, 운용시 극 활용

로그램 간 

연계 강화

-농업경 컨설  강화

- 문가 풀 형성․지원

-학습조직 지원강화

-품목별 문가 컨설

-지역별 학습조직 활성화

-후속 로그램 자원에 

한 철 한 안내 

-집체식 교육․훈련의 사

후 로그램으로 학습조

직 는 컨설  연계

학습기 의 

규모화 추진

-생산자 단체의 교육․훈

련과 소 컨설  업체

의 자문 활동 연계 는 

통합 유도 

-자체 교육․훈련 로그

램을 문 학습기 과 

연계하여 운

-생산자 단체와 연계하

여 교육․훈련, 문가

자문, 학습조직 운

표 6-2.  농업인의 학습 활동 활성화를 한 부문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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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9. 경  련 학습 로그램 강화

  농업인들을 해 경 과 련한 학습 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자신감이나 변화의식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 참여  

학습 실천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보다 과학 이고 안정 인 경

체 리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최근 농산물 시장의 완  개방, 기후 온난

화 등으로 인한 규모 재해, 빈번한 농축산물 련 질병과 식품 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해 농업인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경

상의 험요인을 안게 되었다. 더 많은 정보를 신속히 취득하면서 동시에 

경  험요인들을 리하고 한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

었다. 학습 요구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농업인들도 유통이나 경 ․정보화

와 같은 경제  경  련 지식과 정보를 갈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

은 그 지 못하여 여 히 생산 기술 주의 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호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농업인에 한 경 교육사업(Farmbis)을 농산업 

경쟁력의 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경 체를 보다 과학 으로 

리하는 기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 취득 그리고 변화에 한 응의 

요성, 실천하면서 배우는 정신, 기를 기회로 바라보는 가치  등은 경

과 련한 학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경  련 학습 경험은 농업인으

로 하여  지속 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하고, 학습 결과를 장에서 극

으로 실천하게 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추진과제 10. 실행조직 단 의 학습 활성화

  농업 장에서의 생산, 가공, 장, 유통 등 구체 인 농 실행조직 단

의 학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인들은 학습조

직을 요한 문성 개발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이는 부분의 

학습 조직이 주로 운 되고 담당자의 문성이나 열의 부족 등으로 활성

화가 덜 된 이유도 있지만 이는 한 농업인들이 가입한 학습조직이 농

장에서의 실행조직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교육․훈련,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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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문가자문, 개인학습 등 여러 학습유형을 통해 습득된 지식과 기술

이 농 장에서 실천되려면 개별 농업인 단 보다는 생산, 가공, 장, 

유통과 련한 구체 인 농 실행조직(부부, 가족, 작목반, 법인) 단 의 

공동 학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개인 단 의 학습은 조직 단 의 학습보

다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 부분의 농활동은 다른 농업인과의 상

호작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가족 심의 농가경 체라도 부부 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학습을 할 때 장 실천으로 이어지기 쉽다. 실행조직 

단 로 학습을 하게 되면, 농 실천에 있어 각종 자원(노동, 자 , 토지 

등) 가동 능력  기 통제능력에 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본 으로 주

변인(배우자, 자녀, 친척, 마을이장 등)들의 기 와 희망을 공동으로 감수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각종 지원(보조 , 유통망, 토지, 인 네트워크, 정

보 등에 한 근)을 보다 효과 으로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경 주 개인만 참여하는 학습은 지향하고, 부부가 함께 참여하

는 학습, 그리고 재 농업 장에서 유통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는 작목반 

단 의 조직학습을 보다 체계 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각종 학습 활동 참여에 한 보조에 있어, 이러한 실행조직 단 의 학습 

참여를 우 할 필요가 있다.

추진과제 11. 학습계획  사업계획 수립

  각종 학습 특성과 농 특성에 한 분석을 토 로 농업인(경 체 는 

실행조직)이 ․장기 학습계획(Learning Map)과 사업계획(Business 

Action Plan)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들이 시간 부족을 

학습 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으로 학습에 

할애한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장기 인 학습 계획이 없기 때문이

기도 하다. 한 농업인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배운 것과 

실과의 괴리, 실천에 한 확신 부족 등의 이유로 학습 실천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농활동 상의 변화와 배운 것에 한 실천을 (사업)계획 

없이 추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습 참여 그리고 학습 실천상의 장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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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학습계획과 사업계획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계

획은 분리되지 않아 뒤엉켜 있어 바쁘고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상황을, 하

나하나 분리시켜 좀 더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실행력을 높여

다. 한 학습계획과 사업계획은 행동에 한 통제감과 그에 따른 자기

주도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계획에 따른 실천의 결과를 보다 정 으로 인

식하게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밝 졌듯이 농업인들은 자발 으로 자

비를 들여서 참가한 학습 로그램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학습계획은 개인(경 체 는 실행조직)의 농 특성과 선호하는 학습 

방식 등에 근거하여 문성 개발을 해 어떠한 학습 로그램을 언제 어

떠한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한 구체 인 계획이다. 사업계획은 자신

의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사업의 비 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

할 행동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른 변화와 성과들을 검․평가하는 것이

다. 이러한 계획은 스스로 워크북을 통해 작성하거나, 학습기  담당자의 

조력을 받아, 는 소속 생산자 단체가 지정한 문 업체의 지도에 따라 

특정 학습 로그램 기나 후기에, 아니면 학습 로그램과는 계없이 

작성할 수 있다. 학습계획을 농업인들이 각종 학습 로그램 참여와 련

하여 보조를 신청할 때 정부가 의무사항으로 요구하면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사업계획은 각종 농사업에 한 보조 신청 시 의무사항

으로 요구하면 된다.

  경 체의 학습계획  사업계획 수립과 련하여 생산자 단체, 특히 품

목 단체는 품목별로 미래에 희망하는 품목 산업의 비 을 구체 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회원 농가가 자신의 ․장기 학습 계획에 반

할 요한 학습 요구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농가 수 에서의 학

습 방향과 품목 단체 수 의 비 이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된다.

  이상의 학습 실천 활성화를 한 세 가지 과제의 효과  추진을 한 정

부, 생산자 단체, 학습기 의 구체 인 역할을 정리하면 <표 6-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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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정부 생산자 단체 학습기 (담당자)

경  련 

학습 

로그램 

강화

-경  학습 로그램 

개발․운 에 한 지

원 강화

-경  학습 로그램 

모형 개발( 문개발

기 에 탁)  보

-경  학습 로그램 개발

에 참가

-경  학습 련 문가 

풀 구성

실행조직 

단  학습

-실행조직의 학습 활

동에 한 지원 강화

-부부단 , 생산․유

통조직 단  학습을 

권장

-작목반 단  조직학

습 활성화 지원

-부부단 , 생산․유통조직 

단 의 학습 로그램 편

성

학습계획  

사업계획 

수립

-학습계획과 사업계획

을 학습참가비 보조의 

의무사항으로 요구

-Agriedu에 학습자 진

단 서비스 강화

-학습계획, 사업계획 

모형 개발 지원

-품목별 발  비  

개발  홍보

-학습계획, 사업계획 

기본 모형 개발( 문

개발기  탁) 보

-품목별 발 계획이 학습

계획에 반 되도록 컨설

- 로그램 기에 학습계

획 수립을 컨설

- 로그램 종료 시 에 사

업계획 수립 컨설

표 6-3.  농업인의 학습 실천 활성화를 한 부문별 역할 

2.4. 학습 활성화의 기반 조성

  농업인의 학습 ‘참여→학습→실천’  과정의 활성화를 해서 농업인 

학습 활성화를 한 각종 방안의 개발․추진에 있어 농품목  농가유형

별 차별화된 근이 고려되어야 하고, 농업인 학습 련 당사자들 간의 학

습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학습 로그램을 이수한 수요자에 의한 

학습기 평가를 강화하고, 농업 인 자원개발을 한 연구․개발, 정보․

네트워크, 교육․평가․컨설 , 인 라 지원 등을 문 으로 수행하는 

‘농업인 자원개발지원센터’(가칭)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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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12. 농품목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근

  ‘참여→학습→실천’을 진시킴에 있어 농품목  농가유형별 차별화

된 근이 필요하다. 련 이론 고찰과 학습 참여, 학습 방식, 학습 실천에 

한 실태  요구 조사 결과를 보면, 농품목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은 

농경력, 농규모, 농능력 등에서 서로 다른 농가유형별로 학습 특성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품목별로 농 분야에 신규 유입되어 응하고 정착

하고 있는 단계의 농업인들에 한 특별한 심이 필요하 다. 이들은 학

습지향성은 높지만 학습 참여에 있어 많은 장애를 경험하고 있었고, 아직

까지 농 련 학습 경험이 일천하여 활용하고 있는 학습유형이 다양하지 

못하고, 학습자원의 소재지도 시군지역 이내로 소하 다. 이들에 한 

학습 로그램 홍보 강화와 더불어 견 농업인과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지역 내 문가 집단의 지원 강화 등의 특화된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 일

정 수  이상의 경륜을 가지고 있고 규모화된 농을 하는 견 농업인은 

상 으로 높은 학습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신의 여건과 선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유형의 로그램을 제공하고, 보다 역

의 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은퇴 비 단계의 소극  

학습  농 활동을 하고 있는 농업인에 해서는 변화나 신보다는 유

지․안정을 강조하면서, 정기 인 교육․훈련 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이

웃농가들과의 논의 심의 개인학습을 활성화시켜 생산  복지의 차원에

서 지속 으로 농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추진과제 13. 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농업인 학습 련 당사자들 간의 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농업인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농업인 학습기  간의 원활한 상호 

연계를 통해 개인학습의 진과 더불어, 학습기  간의 연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농업인들이 평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개인학습 방법은 이

웃 농가와의 논의인데, 아직 부분의 농업인이 군 지역 이내에서만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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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네트워크의 범 를 역화함으로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습기 들 간에는 학습 로그램을 

기획․운 함에 있어 상호 강사, 시설, 콘텐츠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함으로

써 차별성을 높여갈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농업인 단체들이 지역단 와 국단  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농업계 학교(농업계 고등학교나 농과 학)를 심으로 농업 련 

단체 모두가 참가하는 ‘지역( 는 국)농업교육 회’(가칭)를 정기 으로 

개최하는 것은 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에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나 생산자 단체들은 자신들의 비 을 농업인 그리고 학습기 들

에 홍보할 수 있고, 학습기 들은 자신들의 학습 로그램을 농업인들에게 

홍보하면서 이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한 기

간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고, 농업인들은 역의 농업인뿐만 아니라 다

양한 학습기   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과제 14. 수요자에 의한 학습기  평가 강화

  학습기 에 한 평가에 있어 서류 심의 평가를 최소화시키고 강화해

야 한다.  DLV나 Farmbis에서는 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찾기 해 자체 으로 는 제3의 기 에 의뢰하여 학습 로그램 

이수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학습 

로그램을 심으로 이를 이수한 수요자가 구체 으로 학습 경험을 얼마나 

만족하며, 이를 장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추후에는 어

떤 학습 로그램이 어떠한 방식으로 달되기를 원하는지 매년 정기 으

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기 에 한 평가뿐만 아니라, 학습 

가치를 발견하고 홍보하는 연구의 기  자료, 학습자의 요구 변화  학습 

참여  실천 상의 장애요인을 발견하는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 학습기 에게는 무엇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다음 로그램을 기획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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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15. ‘농업인 자원개발지원센터’(가칭) 설립

  농업 인 자원개발을 문 으로 지원하는 기구[‘농업인 자원개발지원

센터’(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 농업 인 자원개발을 한 연구․개발  

교육․평가․컨설 을 수행하는 센터를 통해 학습 활성화 방안들이 보다 

체계 이고 안정 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 센터는 민간기구로 운 될 필

요가 있는데, 공공기구로 운 될 경우 정치 논리에 의해 기 의 상과 정

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고,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와 문성 부족 등으로 

수요자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지게 운 될 험이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덴마크, 호주의 사례, 비농업분야 산업별 인 자원개발 의회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자 단체가 운 을 주도할 때 각종 학습 활동이 수요자들

의 실을 제 로 반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농업 분야 생산

자 단체가 외국처럼 활성화되지 못하며 분야별 문가가 부족한 상황이기

에 이를 단계 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연구능력과 문인력을 보

유한 학에 과도기 으로 센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탁하고, 차 으로 

별도의 법인 설립을 통해 생산자 단체의 산하 기구로 독립해가는 략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농 진흥기 , 농 , 농업계 학

교, 공공/사회농업교육기 , 농업인단체, 컨설 업체, 농업 련 기업  단

체의 극  조를 제도 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농업인 자원개발지원센터’(가칭)는 연구․개발 기능으로 농업인 문

성 개발  학습 효과 련 연구, 농업능력표  개발  지원, 온/오 라인 

농업인 학습 로그램 모형 개발  지원, 학습 모듈/교재 개발  지원 등

을 수행할 수 있다. 교육․평가․컨설  지원과 련하여 경 체별 학습계

획  사업계획 수립을 한 모형개발  수립활동 지원, 학습기  평가 

 컨설 , 학습기   학습자에 한 정기  설문조사, 학습 담당자 연수 

로그램 운   이들에 한 자격 인증 등을 수행할 수 있다<표 6-4>. 

  이상의 학습 활성화 기반 조성을 한 네 가지 과제의 효과  추진을 

한 정부, 생산자 단체, 학습기 의 구체 인 역할을 정리하면 <표 6-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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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세부 역할

연구

개발

∙농업인 문성 개발  학습 효과 련 연구

∙농업능력표  개발  지원

∙온․오 라인 농업인 학습 로그램 모형 개발  지원

∙학습 모듈 / 교재 개발  지원

교육

평가

컨설

∙학습계획  사업계획 모형개발  수립 지원

∙학습기  평가  컨설

∙학습기   학습자에 한 정기  설문조사

∙학습 담당자 연수 로그램 운   자격 인증

표 6-4.  ‘농업인 자원개발지원센터’(가칭)의 기능과 역할 

과제 정부 생산자 단체 학습기  (담당자)

농품목  

농가유형별 

차별화된 

근

-신규농, 업농, 은퇴농 

등 농가유형별 정부지

원사업과 학습지원사업

의 연계

-농가유형별 학습특성, 

학습지원방안 련 연

구 지원

-품목별 신규농과 

업농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한 지역모

임 활성화

-품목  농가유형별 

로그램 구성, 운

의 차별화 

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 는 국농업교

육 회 개최

-농업인  생산자 단체, 

학습기 에 정부 정책 

홍보  담당자들과 교

류

-학습기 과의 정보 

교류

-생산자 단체간 교류

-정부 담당자와의 교류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들과의 교류

-학습기   로그

램 간 벤치마킹

- 로그램 홍보     

-농업인들과 신뢰형성

표 6-5.  농업인 학습 활성화 기반 조성을 한 부문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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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정부 생산자 단체 학습기 (담당자)

수요자에 

의한 기  

평가 강화

- 로그램 공 자와 그 

수혜자에 한 설문조

사 실시( 는 문기

에 탁)

-매년 정기 인 조사를 

제도화

-조사에 한 극  

조  조사결과 

활용․홍보

-학습자(수료자) 련 

정보 제공

-조사결과를 로그램 

개선 시 활용

‘농업 

인 자원개발 

지원센터’(가

칭) 설립

-과도기  기능을 수행

한 학에 한 지원

-설립에 한 행․재정

 지원

- 련 기 의 조 보장

-자립 비  설립 

주도

-농 진흥기 , 농 , 

농업계 학교, 공공/

사회농업교육기 , 

농업인단체, 컨설

업체, 농업 련 기

업  단체의 참여 

유도 

-센터 활동에 극  

으로 참여

-분야별 문가 양성

(표 6-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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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농업인 학습 실태  요구 조사 내용과 질문지

【조사 내용】

조사내용 문항

학습 

참여

학습 

동기

교육․훈련 10-4

학습조직 11-2

문가자문 12-2

개인학습 13-5

참여

황

교육․훈련 10, 10-1, 10-2, 10-3

학습조직 11, 11-1

문가자문 12, 12-1

개인학습 13, 13-2

장애

경험

요인

교육․훈련 10-7, 10-8

학습조직 11-4, 11-6

문가자문 12-4, 12-6

개인학습 13-6, 13-7

학습

방식

학습

방법

문성 역별 개발방법, 선호하는 방법 9, 9-1

교육․훈련 10-6

학습조직 11-5

문가자문 12-5

개인학습 13-3

학습

내용

문성 재수 -원하는 수 8

가장 필요한 분야 8-1

농 실천
실천(개선) 황 14

실천 장애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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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계속)

조사내용 문항

학습 특성

기  학습능력 15

학습 태도 10-5, 11-3, 12-3, 13-4 

학습 욕구 / 자기주도성 / 농가치 16

학습 네트워크 범 16-1

학습 지원 학습 활성화 지원 요구 17

개인  

농특성

성별 1

연령 2

최종학력 / 농업계 학교출신 여부 3, 3-1

농종사시기 / 농경력 4, 4-1

취농경로(승계/귀농) 4-2, 4-3

경  참여인력 4-4

경  승계 4-5, 4-6, 4-7

농가 소득특성 5

농특성(품목 / 농규모 / 매액) 6, 6-1～6-9 

형식교육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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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

농업인 학습 실태  요구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는 리서치연구소의 면 원 ◦◦◦입니다.

  희는 이번에 한국농 경제연구원의 의뢰로 『농업인 학습 실태』에 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본 조사는 농업인의 학습 실태를 다차원 으로 악하기 한 것입니다.

  본 조사에 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자료가 외부

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조사에 극 참여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단히 고맙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8월 

□ 주 기  : 한국농 경제연구원

□ 조사기  : 리서치연구소 (T. 02-3218-9630 / F. 02-3444-8715)

=============================================================

면  상황 기본 정보

응답자 성명 화번호

응답자 주소             도          군(시)          면(읍)          리(동)

조사일시   2007년     월     일     시부터 (        )분간

조정도  □① 상           □②            □③  하

면 장소  □① 방이나 거실  □② 농 장 표본추출 □① 본표본  □② 체표본

응답자 개인 련 사항

문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문2. 연령   만 (      )세

문3.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무학 □② 등학교 □③ 학교
□④ 고등학교    □⑤ 문 학  □⑥ 4년제 학교
□⑦ 학원(석사)   □⑧ 학원(박사)

□① 퇴( 퇴학년 :   학년)
□② 졸업(과정 수료)
□③ 학 취득(석․박사)

  문3-1. 농업계 학교(농고, 농 , 농 )를 졸업하셨습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아니오  □② 농업계 고등학교   □③ 농업계 문 학   □④ 농과 학교    □⑤ 농학계 학원

농 련 사항

문4. 귀하가 처음 농에 종사하기 시작한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     ) 세

  문4-1. 총 농종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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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4-2. 귀하의 취농 경로는 다음  어디에 속합니까?

      □① 처음부터 부모의 농승계      □② 농 출신으로 도시생활후 귀농하여 부모 농승계

      □③ 농기반은 없었지만 농 출신으로 창업농 □④ 도시출신으로 귀농하여 창업

  문4-3. 귀하의 취농  직업은?

      □① 처음부터 농종사 □② 자 업․서비스업 □③ 회사(공무원)생활 □④ 무직

  문4-4. 귀하 외에 농가 경 에,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배우자 □② 부모 □③ 자식   

      □④ 친구/친지 □⑤ 종업원(고정직) □⑥ 종업원(임시직)

  문4-5. 귀하는 자식에게 농을 승계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아직 모름

      □④ 약간 있음 □⑤ 매우 많음 □⑥ 자녀 없음

  문4-6. 귀하의 농을 승계할 사람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① □② 아니오

  문4-7. 귀하는 이후 자식이 승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농장을 이양할 

         의향은 있습니까?

      □①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아직 모름    □④ 약간 있음    

      □⑤ 매우 많음

문5. 지난 1년간 귀 의 체 수입에서 농업수입과 농업외 수입  어느 쪽이

     더 많았습니까?  

      □① 농업수입뿐임       □② 농업수입이 더 많음       □③ 농업외 수입이 더 많음

       ※ 농업소득: 농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농업경 비를 뺀 순소득을 의미함.

           농업외 소득: 비농업 분야에서의 사업 는 취업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의미함.

문6. 농가의 주 농작목은 무엇이며, 농규모와 연간 매액(조수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 농작목 6-3
부작목

유무분류

6-4
친환경

여부분류

농규모 6-7

연간 매수익

(조수익:만원)
6-1

세부 작목명
6-2

작목분류
6-5

평/두수
6-6

규모분류

  ※ 세부작목명: 배, 사과, 배추, 소, 돼지 등 구체 인 작목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작목 분류: ①  ② 과수 ③ 채소 ④ 축산
  ※ 부작목(주작목외 생산하는 작목) 유무분류: ① 없음  ② 있음
  ※ 친환경 여부 분류: ① 친환경 아님 ② 일부가 친환경 ③ 부가 친환경
  ※ 농규모(평/두수): , 과수, 채소 등은 재배면 을 평으로, 축산은 (사육)두수를 기록
  ※ 농규모 분류: ① .소규모 ②  규모

농작목 ․소규모 규모

① 9,000평 미만 9,000평 이상

② 과수 4,500평 미만 4,500평 이상

③ 채소 3,000평 미만 3,000 평 이상

④ 축산
소 50두 미만 50두 이상

돼지 1천 두 미만 1천 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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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6-8. 귀하는 이후에 재의 농규모와 시설을 확 할 정입니까?

    □① 많이 축소 □② 다소 축소   □③ 행 유지  □④ 다소 확     □⑤ 많이 확

  문6-9. 귀하의 농축산물 매처는 안정 (고정 )으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① 매우 그 지 않다 □② 다소 그 지 않다 □③ 그  그 다
    □④ 다소 그 다  □⑤ 매우 그 다

  문6-10. 귀하는 지난 1년간 농업과 련된 사업을 하 습니까?

    □① 하지 않았음 □② 직 장, 직거래 □③ 농가 식당 □④ 농산물 가공업
    □⑤ 농가민박 □⑥ 주말농원, 농원

문7. 귀하가 농에 종사하면서 이수했거나, 재 이수 인 학의 학 과정(학력

이 인정되는 과정), 는 취득했거나 취득 비 인 자격증이 있습니까?(1가

지씩 기재)

  □① 없음            

□② 이수한 이 있음(취득하 음) →
학 과정 학 과

자격증명

□③ 재 이수 (취득 비 ) →
학 과정 학 과

자격증명

문8. 다음의 각 분야에 한 귀하의 재 지식과 기술 수 은 이웃 는 인근 농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각 분야는 귀하의 농에 있어 어느 정도 요합니까?

      ※ " 재수 "은 해당번호에 표시하고, " 요수 "은 아래 보기를 참조하여 숫자를 직  기입하십시오.

번호 분야
재수

요
수매우

뒤처짐
약간

뒤처짐 비슷함 약간
앞섬

한참
앞섬

1 생산․수확 ① ② ③ ④ ⑤

2 장․가공 ① ② ③ ④ ⑤

3 유통 ① ② ③ ④ ⑤

4 사업 계획․분석, 인허가, 자  확보 등 경 과 정보화 ① ② ③ ④ ⑤

5 농 련 업체(기 ) 계자  고객 계 ① ② ③ ④ ⑤

6 농업 후계자  종업원(일손) 리 ① ② ③ ④ ⑤

  문8-1. 귀하가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생산․수확         □② 장․가공     □③ 유통 □④ 경   정보화
    □⑤ 농 련 업체(기 ) 계자  고객 계     □⑥ 농업 후계자  종업원(일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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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귀하의 농 문성은 주로 다음의 어떤 활동을 통해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

는 로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분야 교육
훈련

학습
조직

문가 
자문

시행착오․
개인학습 

하지 
않음

1 생산․수확

2 장․가공

3 유통

4 사업 계획․분석, 인허가, 자  확보 등 경 과 정보화

5 농 련 업체(기 ) 계자  고객 계

6 농업 후계자  종업원(일손) 리

※ 교육․훈련: 특정 기 에서 제공해주는 장․단기 연수 로그램

   학습조직: 본인이 가입한 각종 모임을 통한 자체 인 학습 활동

   문가자문: 농 련한 각종 문가(선도농가 포함)에 의한 자문(컨설 )

   개인  시행착오나 학습: 개인 으로 농상의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거나 서  구독, 인터넷 탐색, 이웃농가와 

화 등을 통해 학습을 하는 것

  문9-1.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문성 개발(학습)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교육․훈련      □② 학습조직         □③ 문가자문      □④ 개인  시행착오나 학습

문10. 귀하는 지난 3년간 농 련 교육․훈련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① 받지 않았음 (10-5으로 이동)  □② 받았음 → (총 교육횟수: 략 □□ 회) ( 총 교육일수: 략    일)

  문10-1. 지 까지 받았던 표  농 교육․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  5개까지만) 

번호
이수

연도

제공 기
교육 로그램 명

총
교육
일수

주
교육내용

분류

교육비
부담
여부

자발
참여
여부

도움
정도기 명 기

분류

1

2

3

4

5

 ※ 제공기  분류: ① 농 진흥기 (농 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② 공공기 (농업연수원, 농산물품질 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농 공사, 농림수산정보센터 등) 
    ③ 농업인단체(한농연, 한여농, 농, 여농, 국농업기술자 회, 4H, 신지식농업인회 등)
    ④ 품목단체(한우, 낙농, 양돈, 리카, 배추, 채소, 토마토, 감귤, 단감, 포도, 사과․배, 참다래 등)
    ⑤ 친환경농업단체                                 ⑥ 학(최고농업경 자과정, 지역특성화 사업단) 
    ⑦ 민간교육단체(농업벤처 학, 농업CEO연합회, 단미사료 회, 사이버농업인회, 한국종자연구회, 양돈연수원 등)
    ⑧ 동조합(농 연수원, 지역 농 이나 축 , 품목조합 등) 
    ⑨ 농자재(종자, 사료, 농기계  시설, 약품) 회사   ⑩ 기타(                                           )
 ※ 주 교육내용 분류: ①생산․수확 ② 장․가공 ③ 유통 ④ 경 ․정보 ⑤ 업체(기 ) 계자․고객 계 ⑥ 후계

자  일손 리
 ※ 교육비부담 여부: ① 무료 ② 일부 자비부담 ③ 액 자비부담
 ※ 자발  참여 여부: ① 기 에서 참여를 부탁해서 ② 내가 원해서
 ※ 도움 정도: ①  도움 안됨 ② 거의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⑤ 매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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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0-2. 가장 인상에 남는 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상기 수강한 로그램 에서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이유(간략히)

  문10-3. 귀하가 참여한 교육․훈련에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했던 로그램 형태는?

      □① 강의실 강의    □② 장 강의     □③ 인터넷 강의    □④ 실습/훈련  □⑤ 강의실 토의  
      □⑥ 장 토의      □⑦ 농가견학      □⑧ 해외연수       □⑨ 기타 (                )

  문10-4. 귀하는 왜 교육․훈련에 참여하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① 농 장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해  
      □② 자격/인증/법  조건 충족을 해(정부 보조   혜택을 받기 해)
      □③ 품목 는 농방식 환을 해
      □④ 평소 하고 있는 농활동의 기  원리를 이해하기 해
      □⑤ 지 호기심을 해결하기 해                □⑥ 배운다는 활동 자체가 좋아서
      □⑦ 사회 으로 인정받기 해                  □⑧ 사회  계 형성을 해
      □⑨ 소속한 집단에서 요구하므로                □⑩ 기타 (                          )

      문10-4-1. 상기 이유  가장 우선 인 이유는 몇 번입니까?

  문10-5. 귀하는 농 교육․훈련을 생각하면 어떠한 감정이나 느낌이 떠오릅니까?

가치없다∙ ∙가치있다

따분하다∙ ∙즐겁다

  문10-6.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교육․훈련 로그램 형태는?

      □① 강의실 강의    □② 장 강의     □③ 인터넷 강의    □④ 실습/훈련  □⑤ 강의실 토의  
      □⑥ 장 토의      □⑦ 농가견학      □⑧ 해외연수       □⑨ 기타 (                )

  문10-7. 귀하가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 못한 교육․훈련이 있었습니까?

      □①  없었다   □② 거의 없었다   □③ 그  그 다   □④ 몇번 있었다  □⑤ 매우 많이 있었다

  문10-8. 귀하가 교육․훈련에 참여 않거나, 못하는 이유를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 자주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도 평소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을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로그램 부 (교육내용이 구체 이지 못하거나 내 수 에 맞지 않음)
      □② 자신감 부족(나이가 많고, 배운 것이 없어 따라가기 벅찰 것 같음)
      □③ 개인 으로 학습하거나 는 혼자 문제 해결하는 것을 선호 
      □④ 시간 부족(정기  참석이 어려움 / 농사나 가사 일이 무 바빠서)
      □⑤ 시기나 장소 부 (농번기에 교육 실시 는 교육장소가 무 멀어서)
      □⑥ 연수 로그램에 한 정보(연수내용, 연수시기) 부족
      □⑦ 참가비용 부담
      □⑧ 운  기 에 한 불만(시설이 안 좋고, 운 자들의 문성도 떨어짐)
      □⑨ 기타 (                                            )

      문10-8-1. 상기 이유  가장 우선 인 이유는 몇 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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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 귀하가 농과 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 기 의 권유에 의한 것이든, 자발 으로 가입한 것이든 농과 련하여 재 가입되어 있는 

모든 조직이 포함됨. 단, 조직  인터넷으로만 활동하는 조직은 제외함.

      □① 가입조직 없음(11-3으로 이동)  □② 가입조직 있음  

  문11-1. 가입하신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입

년도

농 련 조직
학습활동

종류

연간
학습활동

빈도

주 학습
내용
분류

자발
가입
여부

학습활동
소요비용
부담여부

도움
정도조직명 조직

분류

회

회

회

  ※ 조직 분류: ① 작목반 ② 품목 연구회 ③ 품목단체(지부) ④ 농업인단체(지부) ⑤ 농업회사법인 
                ⑥ 농조합법인 ⑦ 품목조합 ⑧ 새마을 농회 ⑨ 농 4H회 ⑩ 기타
  ※ 학습활동 종류(해당사항 모두 표시):  ① 외부 문가 빙 강의 ② 외부 문가 빙 컨설
                 ③ 자체 토론회/세미나/워크  개최 ④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 
                 ⑤ 단체로 교육․훈련, 시회, 세미나, 컨퍼런스 등에 참석하거나 선진지(국내외) 견학
  ※ 연간 학습활동 빈도: 에 속하는 활동의 횟수
  ※ 주 학습내용 분류: ①생산․수확 ② 장․가공 ③ 유통 ④ 경 ․정보 ⑤ 업체(기 ) 계자․고객 계 ⑥ 후계

자  일손 리
  ※ 자발  가입 여부: ① 기 에서 가입을 부탁해서 ② 내가 원해서 
  ※ 학습활동 소요비용 부담여부: ①  없음 ② 일부 부담 ③ 액 자비부담
  ※ 도움 정도: ①  도움 안됨 ② 거의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⑤ 매우 도움

  문11-2. 귀하가 학습조직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① 농 장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해    □② 자격/인증/법  조건 충족을 해
      □③ 업종 환 / 소득 증 에 도움을 받으려고  □④ 평소 하고 있는 농활동의 기  원리를 이해하기 해
      □⑤ 지 호기심을 해결하기 해    □⑥ 배운다는 활동 자체가 좋아서
      □⑦ 사회 으로 인정받기 해             □⑧ 사회  계 형성을 해
      □⑨ 소속한 집단의 의무사항이므로    □⑩ 기타 (                            )

  문11-2-1. 상기 이유 에서 가장 우선 인 이유는 몇 번입니까?   

  문11-3. 귀하는 농업인 조직에 의한 학습활동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치없다∙ ∙가치있다   

따분하다∙ ∙즐겁다   

  문11-4. 귀하가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 못하는 학습조직 활동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그  그 다    □④ 몇개(번) 있다   □⑤ 매우 많다

  문11-5. 귀하가 학습조직을 통해 가장 하고 싶은 학습활동은?   
      □① 외부 문가 빙 강의             □② 외부 문가 빙 컨설
      □③ 자체 토론회/세미나/워크  개최    □④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                    
      □⑤ 단체로 교육․훈련, 시회, 세미나, 컨퍼런스 등에 참석하거나 선진지(국내외) 견학
      □⑥ 기타 (                              )



부록130

  문11-6. 귀하가 학습조직 활동에 참여 않거나, 못하는 이유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자주 학습조직에 참여하는 사람도 평소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을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모임을 통한 활동 내용이 내 수 에 안맞음
      □② 나이 많고, 배운 게 없어 조직 활동에 자신이 없음 □③ 조직 구성원에 한 불만
      □④ 평소 혼자 해결하는 것을 선호                    □⑤ 시간 부족(정기  참석이 어려움)
      □⑥ 해당 학습 모임에 한 정보(모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참석 요령 등) 부족
      □⑦ 참가비용 부담                                   □⑧ 기타 (                                )

      문11-6-1. 상기 이유 에서 가장 우선 인 이유는 몇 번입니까?   

문12. 귀하는 농 련 문가(선도농가 포함) 컨설 이나 자문을 받아본 이 있는가? 

      ※ 개인 으로 는 기 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는 유료로 실시한 모든 컨설 (자문)활동 포함
  

      □① 없음(12-1로 이동)   □② 있음(아래표 작성)

자문

연도

 문 가 자문
내용
분류

자문
방식
분류

연간
자문
횟수

자비
부담
여부

자발
성

여부

도움
정도소속 기 명 소속

분류
소재지
분류

  ※ 문가 소속 분류: 문 12-1-1 응답  참조
  ※ 문가 소재지 분류: ① 읍면내 ② 시군내 ③ 도내 ④ 타시도 ⑤ 외국
  ※ 자문내용 분류: ①생산․수확 ② 장․가공 ③ 유통 ④ 경 ․정보 ⑤ 업체(기 ) 계자․고객 계 ⑥ 후계자 

 일손 리
  ※ 주요 자문방식 분류: ① 화나 팩스 ② 인터넷/이메일 ③ 직 면담(농가로 부름) ④ 직 면담(찾아감) 
  ※ 자비부담 여부: ① 무료 ② 일부 자비부담 ③ 액 자비부담
  ※ 자발성 여부: ① 기 에서 부탁(권유)해서 컨설 을 받음 ② 내가 원해서 컨설 을 받음
  ※ 도움 정도: ①  도움 안됨 ② 거의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약간 도움 ⑤ 매우 도움

  문12-1. 귀하는 평소 농과 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큰 부담없이 의논할 문가
          (선도농가 포함)가 있습니까? 

  
      □① 없음(12-3으로 이동)   □② 있음(아래 문항 응답)

      문12-1-1. 있다면 구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① 문컨설  회사 □② 농자재(종자, 사료, 약품, 기계, 설비) 회사 직원  
          □③ 련 회나 단체 계자 □④ 련연구소 연구원  
          □⑤ 농업기술센터 직원 □⑥ 농 (축 ) 계자  
          □⑦ 유통 상인․회사 □⑧ 학교수 
          □⑨ 수의사 □⑩ 민간 문가(경 인/회계사/법조인) 
          □⑪ 선도농가 □⑫ 기타(                                       )

      문12-1-2. 상기 문가  가장 많이 의논하는 사람은 몇 번입니까?   

  문12-2. 귀하가 문가자문을 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① 농 장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해     □② 자격/인증/법  조건 충족을 해
      □③ 업종 환 는 소득 증 에 도움을 받으려고
      □④ 평소 하고 있는 농활동의 기  원리를 이해하기 해
      □⑤ 지 호기심을 해결하기 해     □⑥ 배운다는 활동 자체가 좋아서
      □⑦ 사회 으로 인정받기 해     □⑧ 사회  계 형성을 해
      □⑨ 소속한 집단의 의무사항이므로     □⑩ 기타 (                            )

    문12-2-1. 상기 이유 에서 가장 우선 인 이유는 몇 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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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3-1. (문14번의 4번에서 ‘  안함’ 응답자만)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는 이유는?   
      □① 컴퓨터 없음    □② 인터넷 연결 안 됨    □③ 사용방법 모름   □④ 비효과  수단이라 생각

  문12-3. 귀하는 농 문제를 문가자문(컨설 )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치없다∙ ∙가치있다   

따분하다∙ ∙즐겁다   

  문12-4. 귀하가 문가자문을 구하고 싶었지만 도움을 얻지 못한 이 있었습니까?   
      □①  없었다  □② 거의 없었다  □③ 그  그 다   □④ 몇번 있었다  □⑤ 매우 많이 있었다

  문12-5. 귀하는 어떤 문가의 자문을 가장 원합니까?(필요합니까)   
      □① 문컨설  회사 □② 농자재(종자, 사료, 약품, 기계, 설비) 회사 직원  
      □③ 련 회나 단체 계자 □④ 련연구소 연구원  
      □⑤ 농업기술센터 직원 □⑥ 농 (축 ) 계자  
      □⑦ 유통 상인․회사 □⑧ 학교수 
      □⑨ 수의사 □⑩ 민간 문가(경 인/회계사/법조인) 
      □⑪ 선도농가 □⑫ 기타(                                          )

  문12-6. 귀하가 평소에 문가자문을 받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
에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 자주 문가자문을 받는 사람도 평소 자문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문가에게 무엇을 물어 야 할 지 잘 모르겠음                        
      □② 응답내용의 부 (수 에 맞지 않음, 특화되어 있지 못함)
      □③ 평소 혼자 해결하는 것을 선호                  □④ 자문 요청할 시간이 없음
      □⑤ 구에게 어떻게 자문해야 할 지 모름           □⑥ 자문비용 부족
      □⑦ 기타 (                                                )

      문12-6-1. 상기 이유 에서 가장 우선 인 이유는 몇 번입니까?   

문13. 평소 귀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번호 분야

응답 시

안함
아주
가끔

한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1-2회

일주일
3-4회

거의
매일

1 이웃 농가와 농 련 논의 ① ② ③ ④ ⑤ ⑥

2 농 련 신문/잡지/서  구독 ① ② ③ ④ ⑤ ⑥

3 농업 련 방송(TV/라디오) 로그램 시청/청취 ① ② ③ ④ ⑤ ⑥

4 인터넷 검색 ① ② ③ ④ ⑤ ⑥

5 개인 으로 농업 련 회의․세미나․ 시회 참석 ① ② ③ ④ ⑤ ⑥

※ 5번은 소속한 집단에서 단체로 참석하는 것 이외에 개인 으로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응답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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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13-2. (인터넷 검색자만 응답)귀하가 가입한 인터넷 모임, 는 수강했거나 수강

하고 있는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문13-3. 다음  귀하의 농활동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은?   

      □① 이웃농가와의 논의                 □② 농 련 신문/잡지/서  구독 

      □③ 농업 련 방송 청취/시청           □④ 인터넷 검색/모임/강의

      □⑤ 농업 련 회의․세미나․ 시회 참석 □⑥ 개인 인 시행착오

      □⑦ 기타 (                             )

  문13-4. 귀하는 와 같은 방법(13-3번의 응답 와 같은)으로 혼자서 학습하는 것에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치없다∙ ∙가치있다   

따분하다∙ ∙즐겁다   

  문13-5. 귀하가 이웃농가와 논의, 서  구독, 방송 청취, 인터넷 검색, 련 회의 참석 등

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① 농 장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해    

      □② 자격/인증/법  조건 충족을 해

      □③ 업종 환 는 소득 증 를 해

      □④ 평소 하고 있는 농활동의 기  원리를 이해하기 해

      □⑤ 지 호기심을 해결하기 해  □⑥ 배운다는 활동 자체가 좋아서

      □⑦ 사회 으로 인정받기 해              □⑧ 사회  계 형성을 해

      □⑨ 소속한 집단의 의무사항이므로  □⑩ 기타 (                            )

      문13-5-1. 상기 이유 에서 가장 우선 인 이유는 몇 번입니까?   

  문13-6. 귀하는 개인 으로 학습을 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①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그  그 다     □④ 조  있다    □⑤ 매우 많이 있다

  문13-7. 귀하가 개인학습을 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을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 개인학습을 활발히 하는 사람도 평소 이를 방해하는 요인을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본 인 학습능력 부족                     □② 의사소통능력 부족

      □③ 시간 부족            □④ 혼자 공부하는 방법에 한 정보 부족

      □⑤ 학습 련 자료 구입 비용 부족            □⑥ 학습 장소나 시설 부족

      □⑦ 가족의 지원 부족            □⑧ 같이 학습할 동료가 없음

      □⑨ 기타 (                                  )

      문13-7-1. 상기 어려움 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이유는 몇 번입니까?   



부록  133

문14. 농에 종사하시면서 얼마나 농활동상의 변화(개선)가 있었습니까? 다음 각 사항에 
해 그동안의 변화(개선) 여부를 √ 표시하여 주십시오.

 변화(개선) 사항 개선
여부 변화(개선) 사항 개선

여부

1. 농 작목이나 품종 □ 13. 새로운 투자 유치 는 신용이나 자  확보 □

2. 병해충  생 리 □ 14. 세제, 세  납부 □

3. 작물 시비 는 가축 양 리 □ 15. 마 ( 매방식) □

4. 기계 사용․ 리(새로운 기계 도입 포함) □ 16. 농축산물 홍보 방식 □

5. 시설 리나 농장배치(규모확 /새시설 확충 포함) □ 17. 부부  가족과의 계 □

6. 수확․ 장 □ 18. 지역사회와의 계 □

7. 가공․포장 □ 19. 농 기자재 공  회사(조직)와의 계 □

8. 토양․수질․축분 리 □
20. 정부(지자체) 공무원  농 (은행) 직원과의 

   계
□

9. 정보 획득(교육) 방식 □ 21. 매처 는 고객과의 계 □

10. 농(사업) 계획 방식 □ 22. 경  승계자 리 는 종업원과의 계 □

11. 경 분석(자 흐름 악, 장부기입, 농활동기록) □ 23. 인력수   리 방식 □

12. 계약, 인허가 확보  (재해)보험 계약 □ 24. (직원) 안 사고 처 방식 □

  문14-1. 귀하가 새로이 배운 지식과 기술을 농 장에서 활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에 모두 √ 표시해 주십시오.

            ※ 자주 활용하는 사람도 활용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사항을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 농활동에 굳이 변화를 주지 않아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

      □② 배운 것이 실제 이익을 가져올까에 한 의구심   □③ 배운 것과 농 실과의 괴리

      □④ 배운 것이 무 복잡하여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음(이해력 부족)

      □⑤ 내 능력에 한 확신 부족(활용에 따른 험 부담 감수 자신감 부족)

      □⑥ 주변사람들의 신뢰 부족(의구심, 조롱)            □⑦ 실제 활용(실습) 경험 부족

      □⑧ 용에 따른 사후지도 여건 부족      

      □⑨ 용에 필요한 농여건(시설, 규모, 자 , 시간, 인력)상의 한계  

      □⑩ 기타 (                                                      )

       문14-1-1. 상기 이유 에서 가장 큰 이유는 몇 번입니까?      

문15. 귀하는 평소 다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많이 어렵다 약간 어렵다 그  그 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1 2 3 4 5

능 력 표시란

•(의사소통) 책을 읽고, 을 쓰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 하기

•(수리능력) 수학  계산  수학  개념과 수식을 하게 사용하기

•(문제해결) 문제 발생시 련 정보를 수집․검토하여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하기

•(고등사고) 새롭게 배운 내용을 내 농장에서 실제로 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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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6. 다음의 진술문에 하여 귀하의 동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그  그 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 다

1 2 3 4 5

진     술     문 표시란

•이후 국과 FTA가 체결되면, 난 농사를 그만둘지도 모른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것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가 배운다.

•진짜 농업인이라면 교육이나 문가자문 등 타인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문가라도 내가 하는 농방식에 해 이래라 래라 할 순 없다.

•나는 최근에 개발된 련 기술을 항시 주목한다.

• 장에서 바로 써 먹을 수 없는 학습은 의미가 없다.

•잘살고 못사는 것은 팔자 소 이라고 생각한다.

•변화에 효과 으로 응하기 해서 지속 인 학습이 필요하다.

•배울 내용, 배울 상, 배울 장소(시설) 등은 내 스스로 정하는 편이다.

•나의 문성 개발을 한 활동을 해 나는 내 돈을 기꺼이 지불한다.

•나는 어떤 일에 재미를 느끼면 다른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 일에 몰두한다.

•나는 농업인이 된 것이 후회스럽다.

• 체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에 잘 따라 다.

•나 자신에 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얼마나 잘사느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달려 있다.

•평소 내 농장에서 개인 으로 작은 실험(새로운 시도)을 많이 해본다.

•나는 스스로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

•나는 일을 하는 에, 이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로 내 농장에서 흉내나 모방을 잘 한다.

•농업인은 가공․ 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농업 생산성 향상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문16-1. 귀하가 농 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해 평소에 
많이 활용하는 문가나 (교육․훈련)시설의 범 는? 

            ※ 한두 번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활용하는 문가나 시설에 하여 응답하십시오.
  

      □① 인근(읍면내) 지역   □② 시군내지역   □③ 도내지역   □④ 타도지역포함   □⑤ 세계지역

문17. 귀하는 농업인의 학습이 활성화되기 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교육․훈련 로그램의 질 개선  근성(시간 , 공간 ) 확

      □② 각종 농업인의 자발 인 소규모 학습조직의 활성화

      □③ 농업인이 언제든 농과 련하여 문가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④ 농업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지원해주는 시스템 구축
  

 

바쁘신 에도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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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농품목별 학습 특성 분석

사례수
(명)

농품목(%)

(n=120)
과수

(n=123)
채소

(n=121)
축산

(n=121)

 체 485 24.7 25.4 24.9 24.9

농

경력

10년 이하  61 21.3 29.5 34.4 14.8

11～20년 104 12.5 17.3 34.6 35.6

21～30년 150 22.7 26.0 26.7 24.7

31년 이상 170 35.3 28.2 14.1 22.4

연령

45세 이하 121 22.1 21.3 38.5 18.0

46～50세 103 20.6 24.5 30.4 24.5

51～55세  99 25.3 25.3 21.2 28.3

56～60세  79 19.0 35.4 13.9 31.6

61세 이상  83 38.6 22.9 13.3 25.3

학력

졸 이하  71 36.6 19.7 12.7 31.0

졸 111 27.9 22.5 22.5 27.0

고졸 251 20.7 28.7 30.3 20.3

졸 이상  52 21.2 23.1 21.2 34.6

부표 1.  농품목에 따른 개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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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명)

학습 참여율(%)

교육
훈련

a 학습조직
문가
자문

개인
학습

b 체c

 체 485 71.3 63.5 29.3 87.4 95.7

농

품목

120 71.7 44.2 25.8 88.3 96.7

과수 123 64.2 72.4 30.1 87.0 93.5

채소 121 76.0 73.6 27.3 91.7 99.2

축산 121 73.6 63.6 33.9 82.6 93.4

부표 2.  농품목별 학습 참여율

a) 총 응답자(case)  최근 3년간 참석한 교육․훈련 로그램이 있는 자

b) 총 응답자  이웃농가와 농 련 논의, 농 련 신문․잡지․서  구독, 농업 련 

방송 시청(청취), 인터넷 검색, 농업 련 회의․세미나․ 시회 참석 등의 다섯 유형의 

활동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하고 있는 자

c) 총 응답자  교육․훈련, 학습조직, 문가자문, 개인학습  하나 이상 있는 자

χ2: 교육․훈련=4.6, 학습조직=28.8***, 문가자문=2.2, 개인학습=4.7, 

*** p<0.001

사례수
(명)

학습동기(%)

목표지향 학습지향 활동지향

 체 3,495 61.3 26.1 11.7

농

품목

1,687 65.3 23.3 10.5

과수 1,928 61.1 24.8 13.4

채소 1,028 58.2 28.1 13.6

축산 1,852 62.1 27.0 10.3

부표 3.  농품목별 학습동기 

1) 복응답 결과로, 각 셀의 백분율은 총 응답사례수(response)에 비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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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명)

학습내용(%)

기술 경제 사회․조직

 체 1,574 75.2 21.0 3.8

농

품목

1,361 75.9 22.1 2.0

과수 1,416 76.9 18.5 4.6

채소 1,363 81.3 16.0 2.8

축산 1,434 67.5 27.0 5.5

부표 4.  농품목별 학습내용 

  

1) 복응답 결과로, 각 셀의 백분율은 총 응답사례수(response)에 비한 값

사례수
(명)

학습유형(%)

교육
훈련

학습
조직

문가
자문

개인
학습

하지
않음

 체 18,040 19.4 13.6 16.9 35.0 15.0

농

품목

 4,550 21.4 10.8 14.7 35.5 17.6

과수  4,210 15.7 14.1 15.7 41.8 12.7

채소  4,740 21.1 18.0 21.0 27.0 12.9

축산  4,540 19.5 11.6 15.7 36.3 16.9

부표 5.  농품목별 학습유형 

1) 복응답 결과로, 각 셀의 백분율은 총 응답사례수(response)에 비한 값

학습유형 조합(%)

1 2 3 4 5
하지
않음

기타

 체 30.1 20.4 12.6 11.1 5.2 4.3 16.3

농

품목

20.8 16.7 21.7 20.0 1.7 3.3 15.8

과수 33.3 23.6 12.2 3.3 8.1 6.5 13.0

채소 41.3 21.5 12.4 6.6 5.0 0.8 12.4

축산 24.8 19.8 4.1 14.9 5.8 6.6 24.1

부표 6.  농품목별 학습유형 조합 

1) 총 응답자(case)  ‘교육․훈련 + 학습조직 + 개인학습’인 자
2) 총 응답자  ‘교육․훈련 + 학습조직 + 문가자문 + 개인학습’인 자
3) 총 응답자  ‘개인학습’인 자
4) 총 응답자  ‘교육․훈련 + 개인학습’인 자
5) 총 응답자  ‘학습조직 + 개인학습’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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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명)

개인학습 방법(%)
a
 

이웃
논의

서
구독

방송
청취

인터넷
련

행사

 체 485 73.8 54.2 34.2 21.9 15.1

농
품목

120 72.5 52.5 36.7 17.5 13.3

과수 123 81.3 56.9 39.8 21.1 12.2

채소 121 76.0 58.7 37.2 29.8 14.9

축산 121 65.3 48.8 23.1 19.0 19.8

부표 7.  농품목별 개인학습 방법

a) 총 응답자(485명)  각 개인학습 방법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활용하는 자의 비율 
χ2: 이웃논의=8.5*, 서 구독=2.9, 방송청취=9.1*, 인터넷=6.4, 련행사=3.2, *p<0.05

사례수
(명)

학습 자원 소재지(%)

인근 
지역

시군내 
지역

도내 
지역

타도지역
포함

세계 
지역

 체 485 45.6 34.6  9.3  9.5 1.0

농

품목

120 45.0 37.5  3.3 12.5 1.7

과수 123 36.6 39.8 17.1  5.7 0.8

채소 121 56.2 30.6  5.8  6.6 0.8

축산 121 44.6 30.6 10.7 13.2 0.8

부표 8.  농품목별 학습 자원 소재지 

χ2=28.6, p<0.01

 사례수
(명)

농 개선 분야 개수
a

기술분야 경제 사회․조직 체

 체 485 3.67 1.77 0.94 6.63

농

품목

120 4.62 1.91 1.51 8.03

과수 123 3.38 1.67 1.12 6.17

채소 121 3.57 1.73 0.91 6.21

축산 121 3.02 1.79 1.34 6.14

F(3, 480)
14.16

(***)

1.29

(-)

8.18

(**)

104.31

(***)

부표 9.  농품목별 학습 실천 황

a) 농활동 24개 분야(생산 8개, 경  8개, 사회 8개)  취농 이후 변화(개선)를  분야
의 평균 개수

*** p<0.0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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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명)

학습 참여 장애 경험(%)
a

교육
훈련

학습
조직

문가
자문

개인
학습

체b

 체 485 28.2 14.6 22.7 29.1 52.0

농

품목

120 18.3  7.5 11.7 23.3 40.9

과수 123 27.6  9.8 22.8 29.3 47.2

채소 121 47.9 31.4 37.2 38.0 73.5

축산 121 19.0  9.9 19.0 25.6 46.3

부표 10.  농업인의 학습 참여 장애 경험 황

a) 각 학습유형별로 참여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이 있었는가에 해 5  척도(  없었

다~매우 많이 있었다)의 응답  에 ‘몇번 있었다’, ‘매우 많이 있었다’로 응답한 사

례의 비율  

b) 네 가지 학습유형 에 하나라도 장애를 경험한 이 있던 사례의 비율

χ2:교육훈련=34.1***, 학습조직=36.7***, 문가조직=23.8***, 개인학습=7.3, 체= 52.5***, 

***p<0.001 **p<0.01 *p<0.05

사례수
(명)

학습내용(%)

기술 경제 사회․조직

 체 485 34.2 59.2 6.6

농

품목

120 35.0 57.5 7.5

과수 123 40.6 52.1 7.3

채소 121 31.4 64.5 4.2

축산 121 29.7 62.8 7.5

부표 11. 농업인이 원하는 학습내용

 χ2=30.8, p<0.01

사례수
(명)

학습유형(%)

교육․훈련 학습조직 문가자문 개인학습

 체 485 36.9 9.7 25.4 28.0

농

품목

120 45.0 8.3 15.8 30.8

과수 123 33.3 9.8 22.8 34.1

채소 121 34.7 11.6 31.4 22.3

축산 121 34.7 9.1 31.4 24.8

부표 12.  농업인이 선호하는 학습유형 

χ2=15.5,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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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명)

실천 장애요인 (%)

1 2 3 4 5 6 7 8 9

 체 485 31.6 20.5 14.0 11.8 8.7 4.5 3.3 2.7 1.4 

농

품목

120 32.5 20.0 14.2 13.3 10.8 1.7 0.8 2.5 3.3

과수 123 27.6 22.8 7.3 13.8 10.6 4.9 5.7 4.1 0.8

채소 121 36.4 15.7 18.2 15.7 5.0 4.1 3.3 - 0.8

축산 121 29.8 24.0 7.4 13.2 8.3 7.4 3.3 4.1 0.8

부표 13.  학습 실천 장애요인 

1) 농 활동에 굳이 변화 주지 않아도 큰 어려움 느끼지 않아서

2) 배운 것과 농 실과의 괴리

3) 용에 필요한 농여건 부족

4) 배운 것이 실제 이익을 가져올까에 한 의구심

5) 실제 활용 경험 부족

6) 용에 따른 사후지도 여건 부족

7) 배운 것이 무 복잡하여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음

8) 내 능력에 한 확신 부족

9) 주변 사람들의 신뢰 부족

χ2=33.7,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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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네덜란드 PTC+ 장조사

【조사 개요】

 조사목 : 네덜란드 농업  농업교육 장 탐방

- 네덜란드 농업  농업교육 문가 면담을 통해 네덜란드 농업 변화 

동향 조사

- 네덜란드 농업교육 문가, PTC+ 로그램 운  담당자, 강사 면담을 

통해 네덜란드 농업교육의 변화와  PTC+교육의 특징 조사

 방문기 : PTC+ Barneveld, Wageningen University

 조사기간: 2007년 6월 3일 ~ 6월 10일 

【조사 결과】

 네덜란드 농업 변화 동향

◦ 1860년 부터 량 생산체제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함으로써 많은 피해를 

입음 → 이에 응하기 해 노력(1870년 에 농업 학인 Wageningen

   학 설립)하여 130여 년이 넘는 농업기술개발, 교육훈련, 지도의 역사

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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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농정  농업교육 문가 Mark Mulder 교수와 

인터뷰를 마치고 

◦ 농업 분야의 끊임없는 구조

조정 결과 재는 체 국민

의 2%만이 농업생산분야에 

종사하고, 6%가 농 련 산업

에 종사하고 있지만, 생산과 

이를 지원하기 한 련 서

비스 분야의 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세계 제2의 농

축산물 수출국이 되고 있음.

- 1990년  이후에도 매년 

2%씩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농가당 경작면 은 꾸 히 증가함

에 따라 생산성 증가를 바탕으로 농산물 생산량, 수출량은 꾸 히 유

지되고 있음.

◦ 농업 종사자에 한 라이선스 부여, 토지이용에 한 각종 규제, 자  

지원에 한 철 한 심사 등으로 농업 분야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 창

업농은 거의 불가능하고, 승계농이 부분을 차지

◦ 하지만 각 농가당 농규모나 시설, 기술수 이  세계 으로 경쟁력

이 높아, 농가들의 소득이 안정 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각 농가들은 

후계농에 한 걱정이 거의 없는 수

◦ WMBO-green( 비농업교육), MBO-green(농직업훈련), HBO-green(고

등 문농업교육), WO( 학농업교육) 등 농과계 학교( 등  고등교

육) 졸업자의 10%가 꾸 히 농에 종사(승계농)   

◦ 2007년 네덜란드 농정의 방향: 네덜란드의 농업자연식품부는 농업인, 

시민, 기업체, 사회조직, 지방정부 간의 새로운 연계, 그리고 사람과 자

연, 소비자와 식품, 기업가와 시장, 농과 경  간 새로운 계를 모색

하려고 함. 이를 통해 농 의 범 한 심사에 부응하면서, 자연을 

보 함과 동시에 농업분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이를 실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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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정의 기본 요 은 다음과 같음.

- 시설원  부문에서 비화석 연료 사용을 진하고, 신  에 지 시

스템에 한 투자 지원(매년 35백만 유로를 2009년까지 투자)

- 사람의 감염을 막기 한 조류독감 백신 개발 연구(4년 연구) 추진

- 은 사람들이 그들이 먹는 음식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에 한 인식(농업 소양) 제고

- 경 개발을 한 경  로그램을 추진하고, 범 하게 공론화

- (농 투자법이 2007년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경  리가 지방 

의회 소 으로 넘어감으로써 농  정책 구조가 변화됨

- (2차 농 개발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EU로부터 농  정책을 한 

산을 지원받게 되면서) 자연과 경  보 에 한 농업인들의 역할 확

- 도시지역과 주변의 규모 휴양 공간 개발에 심 부여

- 은 사람들의 자연 세계에 한 이해 진을 해 휴양림 같은 시설

을 제공하고, nature excursions, the Eco-kids programme, the Wild 

Animal Spotters programme, Green Hangouts 같은 로그램을 제공

 네덜란드 농업교육

◦ 20세기 후반부터 집약식(intensive) 농업의 피해로 환경 인 문제, 농축

산물의 안정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각종 규제가 심화 → 농업에 한 이

미지가 악화되고, 농사짓는 일이 차 어려워지자, 농업인 수와  농업

계 학교 학생 수가 지속 으로 감소

◦  이에 따라 농업교육 기 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짐

- 1985년 206개에 이르던 농업교육기 수를 2003년 재 20개 기 으

로 축소

- 일부는 폐쇄되기도 하고, 일부는 더 큰 유사 기 에 합병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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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다른 일부는 문화, 특화와 더불어 련 기  간 네트워크 활

성화를 통해 살아남음.

네덜란드 농업교육기  구조조정의 3가지 시나리오

◦ 농업교육의 내용도 통 인 생산 련 분야뿐만 아니라 산림, 환경, 토

지․수자원, 식품, 농 개발로 확 하여, 1차 이외의 식품산업, 교역(구

입, 유통, 매), 수송과 물류, 융, 보험, 사회규제 등 2, 3차 산업으로 

확 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 농업교육 이수 학생수는 다시 차 늘고 있고, 

네덜란드 농업식품자연부(LNV) 산의 거의 30%에 육박하는 5억 6천

만 유로(2005년 기 )가 농업교육(Green Education)에 투자되고 있음.

정책분야
산액

(×1000 
유로)

1. 농 지역 279,881

1.11 특수 지역(Area specific) 64,916

1.12 토질 개선(Quality enhancement sandy soils) 14,006

1.13 농 의 자연(Landelijk Natuurlijk) 53,654

1.14 도시 녹지(Green in and around cities) 50,243

1.15 농 지역 크리에이션 시설(Realization of recreation facilities 
in rural area)

33,686

1.16 국제 자연(International natuurlijk) 2,214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부 산(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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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야
산액

(×1000 
유로)

2. 국가 환경네트워크(확보/가꾸기) 149,154

2.11 건조지  경  확보(Acquisition of dry landscape) 74,4

2.12 습지 경  확보(Acquisition of wet landscape) 11,563

2.13 건조지  경  가꾸기(Development of dry landscapes) 32,217

2.14 습지 경  가꾸기(Development of wet landscapes) 13,281

3. 국가 환경네트워크( 리) 173,293

3.11 리(Management) 153,968

4. 농식품 체인 66,475

4.11 농식품 복합체 경쟁력 확충(Strengthen competitive position of 
agri-food complex)

6,419

4.12 축산 개 (Reform of livestock sector) 4,857

4.13 시설원  개 과 지속  에 지 사용(Reform of glasshouse 
sector and sustainable use of energy)

23,401

4.14 어업 개 (Reform of fisheries sector) 6,929

5. 지속가능한 생산 진 182,792

5.11 유기농 진(Promotion of organic farming) 6,714

5.12 축산 분뇨 활용 등을 통한 환경 부하 경감(Reduction of enviro- 
nmental burden by use of animal manure and minerals 
within environmental norms)

17,274

5.13 지속가능한 방식의 작물 보호(More sustainable crop protection) 4,515

5.14 동물복지 증진(Improvement of animal welfare) 342

5.15 지속가능한 어업(Sustainable fisheries) 8,723

6. 식품안  / 동물보건 93,108

6.11 동물보건(Monitoring animal health and effective control of 
animal disease)

18,207

6.12 식품 안 과 품질 개선(Improving food safety and quality) 31,870

7. 지식개발과 신 205,997

7.13 지식기반(Knowledge base) 26,551

7.14 연구(Research) 123,588

7.15 법정연구활동(Statutory research activities) 51,450

8. 지식제공 561,501

8.11 농업교육 제공(Provision of ‘green’ education) 561,501

9. 지식 63,506

9.16 농업교육 정책(Agricultural education policy) 29,694

9.17 일반교육 정책(General education policy) 24,800

9.18 정보(Information) 8,400

농업자연식품부 총 산 1,976,292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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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농업교육의 기본방향

- 지속 인 교육내용 갱신․확 : 지속가능성, 생물학  다양성, 식품안

, 생명공학, 수자원 리와 같은 새로운 이슈와 이와 련한 학문분

야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노동시장의 요구를 극 으로 반

함.

- 평생학습 패러다임 구축: 학습이 학교나 기 을 통한 교육․훈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업의 장에서도 지속되도록 함. 사업체에는 

근로 장에서 학습을 구할 의무를 부여하고, 획득된 능력에 해

서는 국가 으로 인증함.

- 국제화 지향: 다른 국가와 교사, 학생의 교류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

선함. 

- 매력있는 교육 지향: 노동시장의 요구에 응하고 학습자가 요구하는 

양질의 융통성 있는 교육에 맞추어 기 들이 제공하는 코스들의 이미

지를 업그 이드함.

 PTC+

◦ PTC+의 역사는 제2차 세계  후 네덜란드 정부가 국민들의 식량확

보를 한 조치를 취한 데서 시작. 당시 농림부 장 이었던 Sicco 

Mansholt는 농업 기계화, 집약식 농업을 실 하기 한 실습센터

(agrarian practical centres)를 설립하도록 하여, 고등학교의 농업계 학

생들의 농업실습을 지원. 모든 농업계 학생들은 1년에 1주일간 실천 지

식 습득을 해 센터에 감. 당시 11개 농업실습센터가 설립.

- Oenkerk - dairy farming 

- Almelo - pigs/poultry 

- Barneveld - pigs/poultry 

- Horst - pigs/poultry 

- Deurne - horse management 

- Schoondijke - arable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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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실무 농업교육의 심인 PTC+Barneveld 

- Emmeloord (fomer Northeast Polder) - arable farming 

- Ede - horticultural engineering 

- Ede - agricultural engineering 

- Horst - mushroom growing 

- Schaarsbergen - forestry 

◦ 네덜란드 농업인들의 교육수 의 

향상과 더불어 더 이상 네덜란드

가 식량부족을 걱정하지 않게 됨

에 따라 실습센터도 자신들의 활

동 역을 넓  1970년 에 아

리카, 극동아시아, 미 등 외국 

학생의 연수를 받아들이고, 실천

 연구활동에 지원을 받기도 

함. 

◦ 1980년  농업인 수와 농업계 학교 학생 수의 격한 감소에 따른 농업

교육기 에 한 1차 구조조정이 1993년 단행. 이에 따라 11개 농업실

습센터는 3개 신실습센터(Innovation and practical center)로 통폐합

(merged)됨. 

- IPC Animal (Oenkerk, Barneveld, Horst) 

- IPC Plant (Emmeloord, Schoondijke, Ede, Horst) 

- IPC Green Area (Schaarsbergen) 

* Almeo는 폐쇄, Deurne은 Agrarisch Opleidingscentrum (AOC) 

Helicon에 흡수, 2개의 Ede는 1개로 통폐합

◦ 2000년에 IPC Plant와 IPC Animal 간의 통합으로 5개의 실습센터만이 

남게 되고, 이름을 PTC+로 개칭 

- 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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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neveld 

- Horst 

- Emmeloord(이후 폐쇄) → Dronten(신 시설, 장비로 체)

- Oenkerk 

* IPC Green Area는 폐쇄, 그리고 Mushroom Growing 실습교육을 

한 Horst는 완 히 독립하여 별도로 운 .

◦ PTC+는 재 네덜란드 Barneveld외에도 Oenkerk, Dronten, Horst, Ede 

등에 소재하고 있음. 각 기 은 양돈, 양계, 낙농, 화훼, 식품 등의 특화

된 문 분야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기 별로 략 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Barneveld에는 230명의 직원

이 근무하는데 이  50명이 교수진이고, 50명이 행정직, 나머지는 임

시직 직원)

- 매년 30,000여 명의 수료(Barneveld의 경우 매년 9,000여 명 정도의 

학생을 교육시킴)

- 모든 로그램이 9개월 미만의 단기 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PTC+는 작년부터 정부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보조 도 받지 않으며

(Wageningen 학의 경우도 동일), 외부 련 기 의 교육훈련을 탁

받거나 외국 학생의 유치를 통해 재정을 운 하고 있음.

◦ 특히  다른 형태의 농업 교육기 인 AOC와 원활히 력하고 있음. 

AOC는 이론 심의 교육을, PTC+는 실천 심의 교육을 실시함(AOC

는 네덜란드 역에 12개가 있음).

◦ 강의  실험실, 실습장, 인근 약 장 농가(neighboring farm)와의 연

계를 통해 최신의 연구 결과가 바로 실습의 장소로 이용되고, 이를 

용한 장 농가를 견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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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시설원  리(Crash-Course On Greenhouse Management For Flower 

And Vegetable Production)

∙묘목 생산(Nursery Production Of Quality Seedlings)

∙원  리(Practical Management Course For Horticulturists)

∙작물보호 리(Practical Management Course On Crop Protection)

낙농

∙동물 건강(Herd Improvement and Health in Dairy Farm Management)

∙사육과 우유 가공(국제)(International Diploma Dairy Husbandry & Milk 

Processing)

∙우유 가공(국제)(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me on Milk Processing)

∙근  낙농경 (국제)(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me on Modern 

Dairy Farm Management

∙우유 가공(Milk Processing in a Growing Dairy Market)

∙우유 납품(Milk Procurement in a Growing Dairy Market)

∙착유체제와 우유 품질(Milking Systems and Milk Quality)

∙품질 보증, 매, 사업 리(Quality Assurance, Sale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in a Growing Dairy Market)

∙기술․경 분석(Technical and Financial Analysis in Dairy Farm 

Management)

양돈

∙사육(국제)(International Diploma Pig Husbandry)

∙사육과 향 공 (국제)(International Diploma Pig Husbandry And 

Animal Feed)

∙ 리 응용(Module Applied Pig Management)

∙육종과 인공 수정(Module Pig Breeding And Artificial Insemination)

∙사업으로서의 양돈(Module Pig Farming As An Enterprise)

∙생산기술(Module Pig Production Technology)

∙분뇨 활용(Module Sustainable Manure Utilisation)

∙훈련과 지도(Module Training And Extension)

∙맞춤형 특별 로그램(Special Programmes: Tailor Made And Custom 

Built)

양계

∙사육(국제)(International Diploma Poultry Husbandry)

∙사육과 향 공 (International Diploma Poultry Husbandry And Animal 

Feed)

∙ 리 응용(Module Applied Poultry Management)

∙육종과 배양(Module Poultry Breeding Management And Incubation)

∙사업으로서의 양계(Module Poultry Farming As Enterprise)

∙생산 기술(Module Poultry Production Technology)

∙분뇨 활용(Module Sustainable Manure Utilisation)

∙훈련과 지도(Module Training And Extension)

∙맞춤형 특별 로그램(Special Programmes: Tailor Made And Custom 

Built)

사료
∙ 향공 (국제)(International Diploma Animal Feed)

∙사료재혼합(Module Feedstuffs & Feed Formulation)

∙품질과 식품 안 (Module Product Quality & Food Safety)

PTC+의 세부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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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이 상하 좌우로 교수자 심으로 움직이고 

경우에 따라 힐 수 있음

강의실에 햇빛가림과 통풍이 잘되어 신선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도록 설계됨

강의실 뒤편에 자리잡은 커피 : 

쉬는 시간에 교수와 학생이 커피와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되어 있음

PTC+ Barneveld의 실습농장:

돼지의 생육단계, 환기방식, 사료 이 방식별 
다양한 돈사를 갖추고 있음

농가경 에 해 수업을 하는 Hissink 교수: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업의 형을 보여주었음 

돈사환기에 해 수업을 하는 Mulder 교수: 
진정한 문제해결식 수업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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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교육시설: 강의실의 경우 칠 , 차 , 환기 등 매우 세 한 부분

이 공학 으로 설계되어 있고, 휴식 공간이 제공됨.

◦ 강사 / 컨설턴트들의 뛰어난 강의내용 문성과 교수학습 실력

- 강사 / 컨설턴트들은 인근 실습 농장에서 직  실험도 하고, 문가들

끼리 학습을 하며,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컨설 을 함으로써 문성을 

쌓고 있음.

- 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심으로 문답식 수업을 진행하고, 기본

인 원리에서부터 이해시킬 수 있는 역량이 됨. 

-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생들의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고, 기본에서부터 

다시 설명함.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생각할 시간  여유를 가지면서 완

한 이해에 도달하게 됨.

 시사

◦ 네덜란드 농정 변화의 시사

- 농가에 해 지원이나 보조 정책보다는 개방을 통한 경쟁, 변화와 

신을 기본 기조로 하고 있으며, 수십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련 당

사자들 간의 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 후계농에 한 책이  없고, 기존 농업인들의 

규모화에 따른 생산성 증 를 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체 국민의 3% 수  유지를 목표로 후계농 확보 

정책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규모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다소 모순된 

정책일 수 있음. 귀  정책과 귀농 정책의 분리, 농기반이 없는 귀

농인이나 후계농의 신규 농업 진입은 엄격이 규제하여 경쟁력 없는 

소농을 양산시켜서는 안될 것임. 신 농업 련 분야 시스템 구축  

인력 유입과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네덜란드 농업교육 변화  PTC+교육의 시사

- 네덜란드는 과감한 농업교육기 에 한 구조조정과 산투자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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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1985년까지만 해도 200여 개가 넘던 각종 농업교육기 을 1990

년 부터 기  폐쇄(Evaporating), 동일분야 기  합병(Dissolving), 

사회  요구가 높은 분야로의 특화(Crystallizing) 등의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하여 20여 개로 이는 신, 이에 한 산투자는 지속

으로 늘리고 있음( 체 농업 산의 30% 육박)

- 재 살아남은 5개 PTC+의 경우 수많은 구조조정 결과, 시설이 매우 

정교화되어 있고, 교수진의 실력도 매우 뛰어났음. 국내외 농업계 학

생뿐만 아니라 민간 농업 련 업체 직원 연수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시설과 교수진을 갖추고 있어 민 화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하

고 있음.

- 농 진흥기 , 농림부 산하 단체의 교육, 농업부 지원 품목단체, 농업

인단체, 친환경농업인단체, 농과 학 등 우리나라에는 농업인 교육기

이 난립하고 있음. 경쟁 유도란 측면에서는 좋은 수 있지만, 각 기

이 한 문인력과 교육․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측면

에서는 회의 임. 자생능력이 없는 교육기 의 경우 과감히 폐쇄하고, 

동일분야 기 의 경우 히 합병하여, 일부 실습시설의 경우 공동

이용하는 식으로 바꿔가면서 지역별로 특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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