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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

로 확대하고 실용화·사업화를 강화해왔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민간주체들은 자발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 확산 여력이 미약

하여 국가 및 지자체 기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기술 지도·보급은 

기술개발자· 공급자 중심의 선형모델로서 농업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

술 수요자인 농업인·농산업기업이 다양한 주체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이끌

어내는 사용자 주도형 또는 네크워크형 농업기술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

되고 있으며, 농업혁신시스템의 큰 틀 안에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검토·분석하고, 확산체계의 개선 및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의 현황을 제시하고, 농업의 혁신성

장을 위한 확산체계 개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농

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 대학, 민간연구소 등의 관계자를 비롯해 농업인 등 여

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나라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

체계 개선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한국 농업의 혁신성장의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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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

적으로 확대하고 실용화·사업화를 강화해왔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

가 있음.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민간주체들은 자발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 확산 

여력이 미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

센터와 같은 국가 및 지자체 기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기술 

지도·보급은 기술개발자· 공급자 중심의 선형모델로서 농업 현장의 수요를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임. 

○ 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과 기술 지도·보급 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의 전

국적인 정책 추진과 관리가 용이하고, 농업인의 농업기술 수준이 낮고 기술 자

체가 부족한 시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최근 농가의 농업기술 

수요가 다양화되고 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효과적

이지 못함.

○ 따라서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수요자인 농업인·

농산업기업이 다양한 주체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이끌어내는 사용자 

주도형 또는 네트워크형 농업기술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의 큰 틀 안에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검토·

분석하고, 확산체계의 개선 및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연구 방법

○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심층면접, FGI, 설문조사, 계량분석, 협동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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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원고위탁, 해외출장 조사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농업기술 및 혁신

성과 확산체계 관련 이론 분석은 혁신확산이론 관련 국내외 문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음. 확산체계 내 다양한 주체의 정책/사업/네트워크 현황에 관한 조

사·분석은 공공기관(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농협중앙회, 품목농협), 농가에 대한 심층면접, FGI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농가의 확산경로 선택에 미치는 농업기술 수요·공급의 특성 요인과 확산경로 

만족도 분석을 위해 농업인(KREI 현지통신원) 500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및 

Fractional Multinomial Logit 모형을 이용한 계량분석을 수행하였음. 논산 딸

기, 장수 사과, 고양 접목선인장, 파주 장단콩 등 지역의 성공적인 기술 및 혁신

성과 확산사례 분석은 농정연구센터와의 협동연구(연구책임 장민기 소장)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일본과 네덜란드의 농가 대상 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현황 조사는 문헌조사, 해외출장 조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최정남 박사 

위탁원고를 통해 이루어졌음.

주요 연구 결과

○ 이와 같은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의 현황 및 분석을 바탕으로 파악한 

제도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선형적 확산체계에서 네트워크형 확산체

계로 전환하고, 둘째, 민간 중심의 혁신성과 확산체계로 전환, 셋째, 농지보전

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고, 넷째,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경로 지원 정책을 강구함. 이러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변화하는 농업인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수요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콘

텐츠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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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선형적 방식에서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시

켜야 함.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형 혁신체계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1) 일대일(一對一) 관계에서 다대다(多對多) 관계로 전

환, 2) 전국 단위의 확산체계에서 지역 단위의 확산체계로 전환.

○ 관련 기관(공급자)과 농업인(수요자)과의 관계를 각각의 기관이 농업인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현재의 일대일 방식에서 모든 주체들이 함께 참여

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또한 각각의 공급자와 농업인 간의 느

슨한 관계로 형성된 확산체계에서 지역별, 품목별 특성이 반영된 핵심주체들

을 확산거점으로 조직하고 확산거점을 중심으로 한 촘촘한 혁신 확산 네트워

크로 전환하여야 함.

○ 둘째, 농업기술센터는 지도·보급 네트워크에 있어서, 연구기관인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대학과 민간 확산경로인 농협, 선도농가, 영농 컨설턴트, 농업 관

련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수요와 현장의 문제를 관련 주체

들에게 연결해주는 조정자 역할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 과거와는 달리 농업기

술 및 혁신성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과거의 선형적 방식, 즉, 농업

기술센터가 지도·보급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방식은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선형적 방식에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즉, 연구

기관인 농진청, 도농업기술원, 대학과 민간 확산경로인 농협, 선도농가, 영농 

컨설턴트, 농업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수요와 현장의 

문제를 관련 주체들에게 연결해주는 조정자 역할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

○ 셋째, 선도농은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내에서 기술 및 정보 수요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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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공급자로서 기능하고 있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업마이스터, 신지

식농업인, WPL, 귀농닥터와 같은 선도농의 기술 역량을 상승시키고 귀농인을 

비롯한 주변 농가에게 선도농의 기술력을 전파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강화해

야 함. 또한 다양한 혁신활동의 참여를 통해 기술 역량이 높아진 선도농을 영

농 컨설턴트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고경력·

퇴직 과학기술인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농림식품분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지원 등을 통해 농림식품 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 관련 산업 육성

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농협은 기술지도 및 판매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과 농업인 간 연계를 

심화하고, 선도농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업인을 발굴하고 그들의 요청사

항에 대응함으로써 농협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본농협(JA)의 TAC를 벤치마킹할 수 있음. TAC는 기술지

도, 구매, 농기계, 판매, 생활, 신용, 공제, 관리 등 JA의 전 사업과 농업인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농업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하고 있음.

○ 다섯째, 농업인의 특성별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농

업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경로가 다르

게 나타지만, 현재 기술지도·보급 체계는 이러한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

은 평면적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혁신역량과 관련 교육 빈도 

및 네트워크 수준을 기준으로 농업인을 ① 귀농, ② 일반농, ③ 독립적 선도농, 

④ 선도농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이 4가지 유형 이외에 일반농과 선도농 경계

에 있는 ⑤ 중간농(선도농으로 도약 가능성이 높은 농가)을 추가하여 5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선호 확산경로를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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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인터넷 및 SNS를 통한 기술 정보 공급·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

관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공급하기보다는 촉진자로서 역할이 필요

함. 선도농 또는 우수농가의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기 위한 콘테스트 및 포상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품목별 

SNS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선도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적절

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는 농업,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추어 함께 변화하여야 함. 우리 농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 

또한 점차 과거의 생산량 증대에서 다양한 기능 수행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확산체계의 변화의 요구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음. 공공 혁신 확산체계 제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농업인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혁신 확산체계도 일본, 더 나아가 네덜란드처럼 점

차 공공에서 민간 중심의 혁신 확산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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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s to Spread Agricultural Technologies and Innovative 

Outcomes for the Growth of the Agricultural Sector 

(Year 1 of 2)

Research Background

The government has steadily expanded R & D investment and strengthened 

commercialization in order to enhanc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future growth. Private stakeholders in Korea’s agricultural sector have little 

room for voluntary R & D and technology diffusion. So they rely heavily o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Provincial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and municipal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s. Dissemination is a linear model for technology developers 

and suppliers, and does not fully reflect the demands of rural areas. The 

Center for Agricultural Technology, a traditional technology instruction and 

dissemination agent, has more difficulty than ever in meeting the growing 

demands of farmers for technology and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private institutions lack the incentives and resources for agricultur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novation.

Such supplier-centered R & D and technology guidance and dissemination 

systems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when the central government was able 

to implement policies quickly, and farmers’ technology level was relatively 

low. However, as farmers’ demand for technology is diverse, it is not easy 

to meet such diverse demand.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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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farmers and agri-industry companies—the technology 

consumers—should switch to user-driven or network-type agricultural 

technology innovation systems that induce innovation by cooperating with 

various stakeholders. Within the framework,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analyze agricultural technologies, innovations, and diffusion systems, and 

to seek ways to improve and enhance capacity.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search, in-depth interview, FGI, survey, 

quantitative analysis, collaborative research, manuscript entrustment, and 

overseas business trip. Theoretical analysis of agricultural technology and 

innovative performance and diffusion system was conducted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analysis of innovation diffusion theory.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status of policies, projects and networks of 

various stakeholders in the diffusion system include public institutions 

(National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Provincial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producer organizations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Commodity Agricultural 

Cooperative), in-depth interviews with farmers, and FGI.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technology supply and demand on 

the diffusion path selection of farmers and the satisfaction of the diffusion 

path, 500 farmers (KREI local correspondents) responded to an online 

survey. Also, we conducted quantitative analysis using the Fractional 

Multinomial Logit model. Analysis of successful technologies, innovations, 

and spread cases in areas such as Nonsan Strawberry, Longevity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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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yang Graft Cactus, and Paju Changdan Soybean was conducted through 

cooperative research with the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Director Jang 

Min-ki). The survey on the status of the performance diffusion system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surveys, overseas field trips, and Dr. Choi 

Jeong-nam’s commissioned manuscript.

Findings

The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d analysis of agricultural technology and innovative performance and 

diffus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ere should be a transition from a 

linear diffusion system to a network-type diffusion. Second, there should be 

a transition to a private-centered innovation and diffusion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ustomized route support policy. Specific system 

improvement tasks based on these system improvement directions are 

mentioned below. 

First,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ing agricultural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demand of farmers, and to effectively spread high-quality 

contents, the agricultural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diffusion system 

should be converted from the current linear method to the network method 

centering on regional ba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ed innovation 

system centered on regional bases can be suggested in two ways.

1. The transition from One-to-One to Many-to-Many Relationship

2. The transition from national to regional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relevant agencies (suppliers) and farmers 

(consumers) should be shifted from the current one-to-one approach, in 



xi

which each agency provides farmers with the same content in a networked 

manner where all stakeholders participate. Also, in the diffusion system 

formed by loose relations between suppliers and farmers, key stakeholders 

reflecting regional and item characteristics should be organized as diffusion 

bases and converted into a compact innovation diffusion network centered 

on diffusion bases.

Second,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should be able to establish a 

network of research institutes such as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Rural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universities and 

private diffusion channels,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leading farmers, 

agricultural consultants, and agricultural enterprises. The role of the 

coordinator should be expanded to link the demand of farmers to related 

stakeholders. Unlike the past, as the demand for agricultural technology and 

innovation performance is diversified, the past linear method—the method 

by which the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performs mapping and 

dissemination, reveals many limitations. It must be switched to the network. 

In other words, it is a coordinator that establishes a network with research 

institutes such as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Provincial 

Agricultural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universities and private 

diffusion channels, Nonghyup, leading farmers, farming consultants, and 

agricultural-related companies. Also, it is a coordinator that connects 

farmers’ demands and field problems to relevant stakeholders. The function 

should be expande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benchmark the 

agricultural innovation support system in Japan.

Third, leading farmers are both consumers and suppliers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within the agricultural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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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ion system. Although the share of leading farmers is decreasing as 

compared to the past, it is considered as a route that many farmers, who lack 

cultivation capacity and network, rely on and think highly of.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olicies to raise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leading 

farmers such as agricultural masters, new knowledge farmers, WPL, and 

farming mentors, and to spread the technology of leading farmers to 

neighboring farmer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a policy that supports 

the development of leading consultants with high technological capabilitie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innovation activities as farming 

consultants. Lastly, it is necessary to promote agriculture, forestry and food 

technology, and innovation by utilizing the accumulated experiences of 

retired scientists. 

Fourth, the NACF needs to strengthen and spread agricultural technology 

and innovation by deepening the linkage between farmers and various 

businesses including technical guidance and sales, finding farmers with 

high growth potential as leading farmers, and responding to their requests. 

To this end, the NACF needs to benchmark Japan’ TAC. TAC serves as a 

bridge between the Japan Agricultural Coorporatives and farmers, 

providing guidance for purchasing, agricultural machinery, sales, life, 

credit, deductions and management. Also, it actively identifies and responds 

to farmers’ demands.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gricultural technology, innovation and 

spread systems for farmers. Depending on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farmers, their preferred agricultural technologies, innovations and spreading 

paths are different. However, the current technical guidance and dissemination 

system has a flat delivery system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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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these farmers. In this study, farmers are classified into ① 

farmers migrated from urban areas, ② general farmers, ③ independent 

farmers, and ④ leading farmers based on innovation capacity and related 

education frequency and network level. Intermediate farmers, who have the 

potential to become leading farmers are also a component of this five-group 

categorization. 

Sixth, in order to expand the supply and demand for technical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SNS, public institutions need to play a role as 

facilitators rather than directly participate and supply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implement various support programs such as 

contests and awards to encourage the production of contents of leading or 

excellent farmers, and provide appropriate incentive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leading farmers to activate SNS for each item. 

Finally, agricultural technology and innovation and diffusion systems 

must change along with agriculture and also in line with the changes in 

society. Social demands for agriculture have gradually changed from production 

increase to various functions. Besides, the demand for change of innovation 

diffusion system to cope with such changes is growing. In order to respond 

to a social consensus on the provision of a public innovation diffusion system 

and to respond to changes in farmers’ demands, our innovation diffusion 

system should be gradually transformed from the public to private-oriented 

innovation diffusion systems as in Japan and the Netherlands.

Researchers: Park Jiyun, Lee Myonggi, Cho Wonju, Kim Buyoung

Research period: 2019. 1. ~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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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실용화·사업화를 강화해왔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

다.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민간주체들은 자발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 확산 여력이 

미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같은 

국가 및 지자체 기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기술 지도·보급은 기술

개발자· 공급자 중심의 선형모델로서 농업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기술 지도·보급 주체인 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해지고 높아

진 농업인 기술 및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과거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

면, 기업 등 민간기관들은 농업기술개발과 혁신에 대한 유인과 자원이 부족한 상

황이다.1)

1) 최신 농업기술의 전파 경로로서 농약·종묘상 및 사료업체 등 농자재 판매망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종

자·원제 등 원천기술은 외국(일본, 유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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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과 기술 지도·보급 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의 전국

적인 정책 추진과 관리가 용이하고 농업인의 농업기술 수준이 낮고 기술 자체가 부

족한 시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최근 농가의 농업기술 수요가 다

양화되고 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수요자인 농업인·농

산업기업이 다양한 주체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이끌어내는 사용자 주도형 

또는 네크워크형 농업기술혁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5~2019) 제2차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은 ‘정책-R&D-현장 연계 농업혁신모델’ 도입 등 농업혁

신시스템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2017. 11.)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도 연구자 중심의 R&D 

체계 혁신 등 정부-민간 협력, 산업 인프라·생태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혁신시스템의 큰 틀 안에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검

토·분석하고, 확산체계의 개선 및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관련 연구들이 공공 R&D 및 지도·보급기관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혁신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농업인, 농업인 단체 및 협회, 농

산업기업, 협동조합, 공공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 민간컨설팅기관, 중앙정

부 및 지자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킹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과거 기술 수요가 재배기술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종자, 시설 및 자재의 투

입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 단체 및 협회, 농산업기업 및 민간 컨설팅 기관 등의 역

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개발 주체와 농업인들의 기술 획득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연구개발 – 지도·보급 – 현장 적용이라는 선형 모델 방식

으로는 효과적인 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농가소득의 원천이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체험·

관광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필요한 정보, 정보 획득의 경로, 혁신의 대상 등이 다양

해지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해졌다. 지역개발의 관

점에서도 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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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교육 및 정보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도 차별화될 필

요가 있다. 또한, 지역 품목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품목이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어 개선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과학기술 기반 농업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현재 농업기

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농업혁신시스템의 틀 속

에서 확산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1년차).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혁신 확산 관련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연구의 

분석틀을 정립하고자 한다. 공공중심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분석하여 

틈새혁신(niche-innovation)의 발현 경로와 실제를 구명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성

과 확산체계를 제시한다. 민간의 역량 강화와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 및 역할 정

립을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농업기술 수요·공급 특성에 따라 확산경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여, 확산경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의 확

산경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

과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민간의 확산 활동 현황 및 특성과 한계점을 파악함으로

써 확산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1년차 연구를 바탕으로 2년차에서는 품목산업(축산업)의 특성 및 실정을 고려

한 맞춤형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 과제 및 발전 방

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각 혁신주체가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는 현재의 기

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공공)연구개발기관과 지도기관, 대학, 농산업기업, 

업인, 농협 등 생산자조직, 민간컨설팅기관, 금융기관 등이 네트워킹을 통해 보다 

밀접하게 연계된 확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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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2.1. 혁신 네트워크 관련 연구

Knickel et al.(2009)는 선형 모델의 혁신과정에서 탈피하여 정보 교환과 학습 

과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혁신과정이 발생한다는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선형 모델은 새로운 지식의 발생과 이에 대한 채

택을 강조하기 때문에 채택률에 대한 연구를 중요시한다. 또한 혁신이 거의 언제

나 협력적 네트워크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하여 혁신의 출처에 관심을 기

울이고 혁신의 내부 작동원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농업이 생산량 중

심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소비자 및 사회의 가치 지향적인 다기능 농업으로 변

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행정에서 농업인과 사회의 요구가 변화하였음을 이

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abarthe(2009)에 따르면 농업의 다기능성이 대두되면서 1차 생산, 환경 보호, 

식품 안전성 등 농가 수준의 다기능성을 통합할 새로운 지식에 대한 수요가 생겨

났다. 동시에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농업 부문 R&D 구조의 변화로 농가를 대상으

로 한 농업기술 지도서비스가 민영화되고 상품화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가 

농업의 다기능성과 관련한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제도경제학 접근

법(institutional economic approach)과 사회 네트워크 접근법(sociological network 

approach)을 결합하여 1945년 이래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농업기술 지도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업지식 생산은 집단적인 과정이며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농업인 집단 및 국가를 포함한 제도적 체계의 표현이다. 또한 농업

기술 지도서비스의 민영화가 농업의 다기능성과 관련한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Klerkx and Leeuwis(2008)는 1990년대 중반부터 네덜란드 농업 부문에서 출현

하기 시작한 혁신 매개자(innovation intermediaries)의 설립 배경, 유형, 혁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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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역할을 분석하고, 혁신 매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

다. 네덜란드의 농업 R&D 서비스가 민영화된 이후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두 주체 간에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 일을 혁신 매개자가 맡게 되었다. 혁신 매개자는 농업혁신체계 

내에서 수요 지향의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2. 농업인의 혁신채택(innovation adoption) 관련 연구

Pannell et al.(2006)은 농업인의 혁신채택 과정은 동태적 학습 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업인의 혁신채택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혁신 자체가 가진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농업인

은 혁신을 통해 자신이 가진 개인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혁신을 

받아들인다고 분석하였다.

Micheels et al.(2016)은 기존의 농업혁신 관련 논문은 혁신 채택률의 결정요인

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비판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농장 규모나 

농업 경력과 같은 측정 가능한 농업인의 특성과 혁신 채택률의 관계에 대해 연구

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조직 자원(organizational resources)이 혁신채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저자는 사회 

자본, 지식 네트워크, 흡수력과 같은 조직 자원이 혁신 채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품과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는 능

력과 기업을 공식·비공식 지식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정도에 따라 농업혁신이 채

택되는 속도가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Daberkow and McBride(2003)는 농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밀농업 기술에 

대한 인식이 해당 기술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였다. 문제의식은 정밀농

업 기술이 19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했음에도 채택 속도가 

비교적 완만하였고 대다수 농업인이 이 기술에 대해 몰랐다는 점에 있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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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인식은 정밀농업 기술을 채택하는 데 제한요소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기술이 수익성이 있을 만한 농업인은 이미 그 기술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따

라서 정밀농업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은 정밀농업 확산에 큰 영

향이 없을 것으로 시사되었다.

2.3. 공공 R&E(Research & Extension)와 민간 R&E 관련 

연구

Huffman and Just(1999)와 Pardey et al.(2010)은 공공 R&E와 민간 R&E가 필

요한 농업혁신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민간 부문 R&E가 

요구되는 경우는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필요가 있거나 이와 관련된 제품과 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때 주로 이루어진다. 반대로 공공 부문 R&E가 필요한 경우는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쟁점에 관한 연구 

또는 민간 기업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기초 연구이다.

Kidd et al.(2000)과 Klerkx et al.(2006)은 민간 부문 R&E가 비료 사용과 같은 

사유재에 관련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공공 부문 R&E는 환경보전 관리와 

같은 공공재에 더욱 특화되어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Hoffmann, Probst and Christinck(2007)은 농민의 지식과 기술이 간과되었고 연

구자의 제약이 강조되지 않아 농촌 혁신을 위한 두 집단 간의 협력이 피상적인 수

준에 머물렀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농민의 영농 방식이 전통적이며 정적이라는 

편견을 비판하고 주로 소농들에 의해 많은 발명과 실험이 이루어졌음을 사례를 제

시하여 입증하였다. 기술혁신을 위한 농민과 연구자 간의 상보적 관계를 발전시

키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 결과물

의 이용자인 농민과 소통하고 관련된 지역의 맥락과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둘째, 

농민을 통해 분산된 방식의 실험을 진행하고 농업혁신을 전파하는 데 농민을 활용

한다. 셋째, 경험에 의한 농민의 비공식적인 실험에 열린 태도를 갖고, 넷째,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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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암묵적인 지식을 표면화한다. 마지막으로 농민과 교류하려는 연구자는 농민의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2.4. 농업지도 민관협력에 관한 연구

Krell, Fisher, and Steffey(2016)는 미국의 공적 지도사업 현황을 밝히고, 공적 

지도사업과 산업 부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성공적인 지

도사업 파트너십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민관협력 지도사업

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안하였다. 미국에서 지도사업 공공 예산은 수년간 

감소하였다. 이는 지도사업을 개발하고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 부문은 주로 농업연구에 예산 지원과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공공 부문과 협력해 왔지만, 지도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 협력한 일은 드물었다. 공

공 부문의 기초학문 강점과 기존에 구축된 지도사업 네트워크를 민간 부문의 실제

적이고 실행가능한 해결책 전달 능력과 결합한다면 농업인들에게 가시적인 성과

를 가져다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Umali-Deininger(1997)는 농업지도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검토

하였다. 또한 영리 또는 비영리의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하기 위

해 지도사업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영농의 기업화·영리화

에 따라 전문화된 고객 및 지역 특정의 지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비록 

주 고객층은 시장 지향적 중대농이 되겠으나 민간의 영리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시장 실패로 인해 반드시 공적 서비스 전달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공공 예산의 투입이 일부 지도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다. 끝으로 다원적 농업지도체계에서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적절한 규제 틀을 

마련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Umali and Schwartz(1994)는 농업이 자원 기반에서 기술 기반으로 변화함에 따

라 농부에게 새로운 농업 정보 및 기술을 전달하고 다시 연구자와 정책결정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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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의 문제와 필요를 전달하는 기능으로서 농업지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농업지도에서 지배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재정적

자와 거버넌스 문제로 농업지도의 민영화가 점차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간 부문의 효율성과 형평성, 소득 분배, 비영리 및 

비정부기관의 역할, 민관협력 방안 등에 대한 여러 이슈가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경제 이론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농업지도서비스를 전달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틀을 개발하고 농업지도체계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적절

한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이 연구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용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한 후 연구범위를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혁신(Innovation)은 “새롭거나 중요하게 개선된 재화 및 서

비스, 공정, 새로운 마케팅 방법, 기업활동·기업 조직·외부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조직적 체계의 도입”으로 정의한다. 상품 혁신, 공정 혁신, 마케팅 혁신, 조직체계 

혁신 등 네 가지 유형의 혁신을 포함한다(OECD 2013). 

기술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성취하는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보통 물적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기술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2) 따라

서 기술은 혁신의 정의에서 언급된 ‘공정’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단 특정 시

점에 새롭거나 중요하게 개선된 공정은 혁신을 의미하며, 기술은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새롭거나 중요하게 개선된 공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네이버 지식백과 “기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71160&cid=40942& 

categoryId=32335, 최종접속일: 2019.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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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의 혁신성과는 상품 혁신, 공정 혁신, 마케팅 혁신, 조직 체계 혁신

의 구체적 결과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설향” 과 같은 새로운 딸기 품종은 상품 

혁신이다. 또한, 장수 지역 특성에 맞는 사과 홍로 재배기술개발은 공정 혁신의 예

라고 할 수 있다.

혁신성장은 기술, 산업, 인력, 제도 등 사회 각 분야의 내생적 혁신들을 통해 생

산성을 비약적으로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다

(안건준 2018). 정부는 혁신 성장이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이라고 제시했다. 구체적으

로 설명하면,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하는 것이며, 아울러 노동

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도 병행

되어야 함을 제시했다(기획재정부 혁신성장포털).

Rogers(2003)는 확산을 “혁신 사회 시스템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시간에 걸쳐 

특정 경로를 통해서 소통되고 전파되는 과정이며, 새로운 아이디어 확산에 있어

서 네 가지 구성요소는 혁신, 특정 경로를 통한 소통과 전파, 시간, 사회 시스템의 

구성원”이라고 정의하였다.

확산체계(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그림에서 보듯이 혁신성과 창출 주체, 혁신성

과 확산 주체, 혁신성과 도입 및 적용 주체,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인 네트워

킹, 주체들의 역량과 실행, 네트워킹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제도·사회적 환경으로 

구성된다. 즉, 확산체계는 구체적인 새로운 공정(기술)·재화·서비스와 같은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주체, 혁신성과를 확산하는 주체, 혁신성과를 도입 및 적용하는 

주체들의 네트워킹이며, 이들의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제도·사회적 

환경을 포함한다.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는 확산의 대상인 농업기술과 혁신성과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는 농업혁신시스템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지는데, 후자가 전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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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혁신성과, 확산, 확산체계, 혁신, 혁신성장의 관계도

자료: 저자 작성.

혁신시스템은 혁신주체들이 R&D를 혁신으로 변환해 나가는 체계를 말하는

데, 구성요소로는 R&D와 혁신주체 이외에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및 제도,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순환구조 등이 포함된다(이명기 외 2014). 이를 농업을 

중심으로 개념화하면 “농업혁신시스템은 새로운 농식품, 새로운 생산공정, 새로

운 마케팅, 새로운 형태의 조직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농식품관련기업, 컨설팅 기관 등 민간주체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농

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 등의 네트워크이며, 그들의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을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다(이명기 외 

2015). 농업혁신시스템은 1) 활동 주체와 역할, 2) 주체들의 혁신역량과 실행, 3) 

주체들 간 상호작용의 형태와 특성, 즉 네트워킹, 4)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

경, 5)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의 성과 등으로 구성된다(이명기 외 2015).

농업혁신시스템은 연구체계와 산출보다 기술 및 지식과 같은 혁신성과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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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며, 혁신과 성장을 위해 필요

한 다양한 행위자들과 요인들의 총체성을 강조한다(이명기 외 2015). 또한 농업교

육과 훈련체계, 그리고 다양한 촉진행위자들의 혁신역량 배양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명기 외 2015).

그림 1-2  혁신시스템

새로운 지식의 

획득

새로운 지식의 

보급
새로운 지식의 채택, 

기존 지식의 결합

시장 조정 

구조적 변화 

도입된 혁신 

새로운 지식의 

창조나 도입 

혁신 시스템

공공연구 및 

개발, 

지식재산권, 

통상

공공지도서비스, 

상호작용 촉진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함(예, 시장과 

정책)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요구를 

포착

자료: OECD(2013). 

본 연구에서 농업혁신시스템과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의 근본적인 차

이점은 전자는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을 포함하는 반면, 후자는 연구개발

은 포함하지 않고 연구개발의 결과인 혁신성과의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다. 또한, 전자가 혁신아이디어 제안, 연구개발, 혁신성과의 확산, 혁신성과의 적

용, 혁신 의사결정 촉진, 물적 자원의 제공,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제도의 마련과 

집행 등 전반적인 혁신 활동과 관련된 주체 간 네트워킹을 포함하는 반면, 후자는 

혁신성과 확산과 관련된 주체 간 네트워킹과 확산경로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 및 혁신성과를 농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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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데에 주된 관심이 있다.

연구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을 분석한다.

둘째, 확산체계 내 다양한 주체의 정책/사업/네트워크 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

써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셋째, 농가의 확산경로 선택에 미치는 농업기술 수요·공급의 특성 요인과 확산

경로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농가 유형별 최적의 확산경로를 제시한다.

넷째, 논산 딸기, 장수 사과, 고양 접목선인장, 파주 장단콩과 같은 지역의 성공

적인 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방안을 도출한다.

다섯째, 일본과 네덜란드의 농가 대상 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현황을 조사

함으로써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여섯째,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 방안

을 제시한다.

3.2. 연구 방법

첫째,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관련 이론 분석은 혁신확산이론 관련 국

내외 문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둘째, 확산체계 내 다양한 주체의 정책/사업/네트워크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은 

공공기관(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농협중앙회, 품

목농협), 농가에 대한 심층 면접, 간담회, 문헌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셋째, 농가의 확산경로 선택에 미치는 농업기술 수요·공급의 특성 요인과 확산

경로 만족도를 분석은 농가 설문조사와 계량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넷째, 논산 딸기, 장수 사과, 고양 접목선인장, 파주 장단콩 등 지역의 성공적인 

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사례 분석은 농정연구센터와의 협동연구(연구책임 장민기 

소장)를 통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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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일본과 네덜란드의 농가 대상 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현황 조사는 

문헌조사, 해외 출장 조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최정남 박사 위탁원고를 통

해 이루어졌다.

여섯째,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 방안은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

고 연구진 토론을 통해 제시되었다.

그림 1-3  연구추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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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검토

1. 일반 이론

1.1. 기술혁신체계(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TIS)

기술혁신체계란 특정 기관 기반하에 특정 기술의 개발·확산·이용과 관련된 주

체들 간 네트워크이다. 개별 기술에 대해 각각의 기술혁신체계가 존재하며, 각 체

계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데 있어서 고유한 역량을 지닌다. 잘 작동

하는 기술혁신체계는 특정 기술이 개발되고 확산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핵

심 이슈는 기술혁신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한 결정 요인이 무엇인가이다(Hekkert 

and Negro 2009).

농업 혁신은 복잡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 및 확산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공공

과 민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협력의 내용은 농가 단위, 국가 단위, 국제 단위마

다 다르며, 기술혁신체계 틀 속에서 공공, 민간, 산업 부문의 연구 및 지도

(Research & Extension) 역할은 매우 유동적이다. 즉, 상호교류와 네트워크 간 지

식의 흐름과 관련해서 공공과 민간 주체의 역할이 동태적인 것(변화하는 것)이 

TIS의 특징이다(Eastwood, Klerkx and Nettle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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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정밀농업 혁신 체계에서 공공과 민간 조직 협력 기회

자료: Eastwood, Klerkx and Nettlea(2017).

기술혁신시스템의 틀 속에서 혁신 확산체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확산 또

는 확산체계만을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 분야의 혁신시스템

(TIS)의 다른 기능들과 확산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시스템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 활동들이 중요한데, 이를 혁신 시

스템 기능(functions of innovation systems)이라고 하며, 다음의 일곱 가지 기능이 

있다.

1) Entrepreneurial Activities(기업 활동)

2) Knowledge Development(지식 개발, 학습)

3) Knowledge Diffusion through Networks(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확산, 정보 교환)

4) Guidance of the Search(예: 정부의 정책 목표 설정)

5) Market Formation(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기 위한 시장 형성)

6) Resource Mobilisation(혁신체계 내 활동에 대한 자금과 인력의 투입) 

7) Creation of Legitimacy/Counteract Resistance to Change(정당성 획득/변

화 저항에 대한 대응; 예: 지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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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기능들 간의 상호작용이 혁신시스템의 출현과 성장, 즉 혁신성과의 확

산에 기여하며,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 정립과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

1.2. 혁신확산이론

혁신확산이론은 사회구성원이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아이디어, 관행, 또는 

사물”로 정의되는 혁신의 확산 속도와 채택 여부 및 시점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이다.

Rogers(2003)는 기술혁신을 채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인지된 혁신의 

속성, 혁신 결정의 종류, 의사소통채널, 사회적 시스템의 성격, 변화관리자의 촉진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변수들 가운데, 채택률의 차이는 대체로 다섯 

개의 인지된 속성에 의하여 설명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인지된 속성을 구체적

으로 제시하자면 ① 상대적 유익성은 기술혁신을 채택하는 데 예상되는 비용과 혜

택의 비율이며, ② 적합성은 새로운 혁신적 기술이 개인의 기존 가치나 경험 내지

는 생활방식과 부합되는 정도이다(안주형·정서용 2018). ③ 복잡성은 혁신을 이

해하고 사용하기에 어렵다고 인지되는 정도, ④ 시험가능성은 혁신이 제한적으로 

시험된 수 있는 정도, 마지막으로 ⑤ 관찰가능성은 혁신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

게 보이거나 관찰되는 정도를 의미한다(안주형·정서용 2018).

Arts, Farmbach and Bijmolt(2011)는 소비자 혁신채택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들

을 메타분석하여 혁신의 특성들 중에서 인지된 불확실성이 혁신 채택 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혁신의 확산 또는 채택에 있어서 수용자 또는 소비자의 특성도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특히 “혁신성(innovativeness)”은 혁신채택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소비자 특성이다(Verdegem & De Marez 2011). 혁신확산이론에서 혁신을 상대적

으로 빨리 채택하는 정도로 정의되는 혁신성향은 “자기효능감(self-efficiency)”과 

“새로움 추구 성향(novelty-seeking)”으로 구분된다(Rogers 2005). 자기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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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가졌

다고 믿는 정도이며, 새로움 추구 성향은 새로운 자극을 좋아하는 개인의 성향을 

의미한다(Ellen, Bearden, & Sharma 1991).

그림 2-2  혁신의 확산 속도를 결정하는 변인들

원자료: Rogers(2003). Diffusion of Innovations; 김영석·강내원·박현구(번역). 『개혁의 확산』. 커뮤니케

이션북스.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혁신확산이론”(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91789&cid=42171& 

categoryId=42174, 최종접속일: 2019. 1. 25.).

1.3. 혁신 확산경로

농업기술 자체의 수요 및 공급 특성과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혁신 확산경로의 

선택, 더 나아가 혁신성과의 확산 정도에 차이가 난다.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공

급) 특성으로는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적합성(compatibility), 복잡성

(complexity), 시험가능성(trialability), 관찰가능성(observabilit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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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이점: 새로운 농업기술(A)을 사용하는 것이 생산물의 질 또는 농업소득을 상

승시키는가?

* 적합성: A를 사용하는 것이 내 농업생산 방식과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 복잡성: A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쉽게 느껴진다.

* 시험가능성: 나는 다양한 농업기술을 시험해 볼 기회가 많다.

* 관찰가능성: 주위 많은 농업인들이 A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채택자의 개혁성(innovativeness)은 같은 사회체계에 속한 다른 구성원보다 상

대적으로 더 일찍 새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개혁성에 따라 채택

자는 개혁자, 초기채택자, 초기대다수, 후기대다수, 비개혁자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개혁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사회경제적 특성, 개성변인, 커뮤니케이션 행

위 등이 있다.

* 사회경제적 특성: 연령,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등

* 개성변인: 공감력, 독단성, 합리성, 추상적 개념 이해도 등

* 커뮤니케이션 행위: 사회참여도, 대인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성, 범지역적, 개혁주도체

와의 접촉빈도, (매스미디어,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노출도 등

혁신 확산경로는 크게 자기직접개발, 대면을 통한 동료지식획득, 공공기술개발 

및 확산사업 직접 참여, 민간 기술개발 및 확산사업 직접 참여, 공공지도·보급(교

육 훈련), 민간 지도·보급(교육훈련) 민간대면컨설팅(농산업체 정보 제공 포함), 

매스미디어(TV, 신문, 잡지 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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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혁신 관련 이론

2.1. 기술 채택·확산 이론(adoption and diffusion theories)

기술 채택과 확산에 관한 이론은 ‘기술이전 모델(Transfer of Technology: TOT 

model)’ 및 ‘국가농업연구시스템(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System)’ 논의들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술 중심의 하향식 기술확산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활용되며, 연구자가 개발한 완벽한 기술의 활용 정도와 범위는 농민의 

기술 수용력에 달려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방문농업지도시스템(Training & Visit –T&V- System of Agricultural System)

은 농업 교육과 훈련을 통한 기술 확산을 기대했지만, 새로운 기술은 현장에서 제

대로 적용되지 못하였다. 반면, 혁신성과는 가까운 지인, 친․인척, 이웃을 통해 확

산되기도 하며, 대중매체를 통해 신기술 및 신상품이 대규모로 채택될 수 있다.

이처럼 제도와 정책은 외생적인 요소로서 농민의 신기술 및 혁신성과 수용력에 

영향을 미친다.

2.2. 영농체계연구법(Farming System Research: FSR)

‘농민참여형연구법(Farmer Participartory Research: FPR)’과 밀접한 연관이 있

는 영농체계연구법은 선형적인 기술이전 모델이 가진 제약과 부정적인 요소를 극

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등장 초기부터 영농체계연구법의 주요 원칙은 자연·사

회과학자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문제 해결 계획에서 농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

며, 최근에는 농촌지도사 및 정책가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기술문제 해결 계획

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영농체계연구법의 목표는 특정 작물의 생산력 향상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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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주요 연구 단위는 농장과 농민그룹으로 영농체

계는 모든 영농관계자 및 생명자연기술적인(biotechnical) 과정을 포함한다. 

2.3. 농업지식정보체계 모델(Agricultural Knowledge and 

Information System: AKIS)

농업지식정보체계 모델 역시 선형적인 기술이전 모델의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국가, 지역 또는 부문별 경계를 설정하였다. 등장 초기 농업지식정보체계는 “농업

인 및 농업관련조직의 집합으로서 그들의 연계활동과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이들

은 특정 국가의 농업 또는 그에 준하는 영역에서 의사결정, 문제해결, 혁신창출 등

을 상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과 정보의 생성, 변형, 전달, 저장, 검

색, 통합, 확산, 활용하는 시스템”(Röling 1990)으로 정의되었다.

농업지식정보체계 접근법은 임의로 설정된 시스템의 경계에서 어떤 행위자들

이 ‘인간행동체계’를 구성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행위자들의 관계가 조정되는 과

정에 초점을 둔다.

2.4. 농업혁신체계 모델(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 

AIS)

농업혁신체계 관점은 Lundvall(1992) 및 Hall et al.(2001, 2006)의 ‘국가혁신체

계(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의 영향을 받아 농업지식정보체계와 유사한 

맥락에서 등장하였다. 농업혁신체계는 “각종 조직, 기업, 개인들 간의 관계망으로

서 그들의 행위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과 함께 새로운 상품, 새로운 

과정,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의 경제적 활용에 초점을 둠”으로 정의된다(Hall et al. 

2006). 이명기 외(2015)는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은 새로운 농식품, 생산공정, 마

케팅, 조직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농가(생산자단체)·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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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업·컨설팅기관 등 민간주체와 정부·지자체·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

기술센터 등 공공기관의 네트워크이며, 그들의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

도와 정책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림 2-3  농업(기술)혁신시스템의 구성 요소

자료: 이명기 외(2015: 3).

AKIS는 농업기술의 지도(extension)에 초점을 두고 발전해온 반면, AIS는 연구

(research)에 초점을 두고 진화해왔다. AIS가 AKIS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은 AIS

는 제도와 정책 간의 상호작용에 높은 비중을 두고 배움과 혁신의 상호관계에 초점

을 두며, 농업연구 및 지도체계를 넘어 모든 관련 조직들을 고려한다는 점에 있다.

AKIS의 약점은 농촌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행위자 및 과정에만 국한하고, 투

입 및 산출 시장, 민간 부문, 가용가능한 정책 환경, 다른 부문과 원칙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AKIS는 농민들이 가진 정보가 연구체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중

요성을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농업기술은 결국 연구자로부터 농민에게로 이전되

는 형태로 제안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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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층관점분석(Multi-level Perspective: MLP)

전환이론(transition theory) 중 다층관점분석(Multi-level Perspective: MLP)은 

사회기술제도가 어떤 형태로 발전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

다. 레짐(체제)과 전경의 변화는 결국 내․외부의 틈새혁신(niche-innovation)에 의

해 추동되며, 틈새혁신은 불안정한 레짐(체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전

경(규범)에 충격을 주어 레짐 변화를 추동하기도 한다.

표 2-2  다층관점분석의 주요 개념

개념 정의

전경-거시환경

(Landscape)

대부분의 경우 거시환경은 사회·기술체제 변화를 가능하게 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 맥락

을 의미함. 많은 사람들의 행위와 의사결정, 자연적 조건의 변화 결과임. 인구구조의 변

화, 세계화, 기후변화, 유가 변동, 문화 변동 등 단시간에 변화하지 않는 구조적이고 외생

적인 변수로 이해할 수 있음.

레짐-사회·기술체제

(regime)

선택을 촉진하거나 제한함으로써 행위자를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일관성 있는 지배적 규

칙과 제도

규제적 규칙 또는 제도
공식적 규칙, 법률, 제재, 인센티브 구조, 보상과 비용 구조, 거버넌스 시스템, 권력시스

템, 프로토콜, 표준, 절차

규범적 규칙 또는 제도 가치, 규범, 역할기대, 권위시스템, 의무, 행동수칙

인지적 규칙 또는 제도 우선순위, 의제, 신념, 지식체제(패러다임), 현실에 대한 모델, 범주, 분류, 전문용어/언어

틈새혁신

(nich-innovation)

지배적인 사회·기술체제뿐 아니라 거시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끌

어내는 메커니즘

자료: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이론과 실천방법론(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틈새혁신이 어떻게 레짐 및 전경과 상호작용 하는지는 다음의 세 개의 수준에

서 분석할 수 있다.

[1] 주도성과 회귀성: 사회기술체제 교체

레짐 자체가 더 작동하지 않거나, 외생적 요소의 혁신으로도 레짐 유지가 안 될 

때, 또는 레짐 자체가 사회 전체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을 때, 틈새혁신은 주도적으

로 새로운 레짐으로 기존의 레짐을 대체한다. 하지만 대체가 완전한 소멸을 의미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전 단계의 레짐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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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생산성 향상 중심의 관행농업 레짐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틈새혁신은 유기농법 기술 및 인증으로 새로운 레짐을 형성하고 전통

농법 및 자연재배 등 과거 레짐과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2] 잠재성과 잡종성: 사회기술체제의 수정 또는 소멸 

레짐이 불안정해질 때, 틈새혁신이 직접 또는 전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레짐을 

안정화하고, 레짐은 불안정 상태에서 수정을 거듭하지만 대체되지는 않는다. 틈

새혁신이 외부 레짐과 상호작용하고 잡종화되면서 내부 레짐 안정화에 기여하나, 

상호작용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면 기존 레짐이 외부 레짐으로 대체되거나 소멸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동구매, 관계시장을 새롭게 창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생협 레

짐이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목적성을 잃고 소멸하거나, 틈새혁신으로서 규모

의 경제 같은 일반적인 외부 시장 레짐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3] 수용성과 혁신성: 사회기술체제의 진화

레짐(사회기술체제)의 급진적인 진화 방식으로서 틈새혁신이 외부 레짐을 끊

임없이 내재화해서 전경에 반영하고 급격한 레짐의 진화를 추동하는 것이다. 기

존 레짐이 외부 레짐을 수용할 만한 여력이 되거나, 새로운 외부 사회기술 도입이 

레짐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이로우면 틈새 혁신이 레짐의 진화를 추동하게 된

다. 또한 틈새혁신이 지속해서 전경을 진화시키면 기존 레짐 기반에서 전경이 또 

다른 레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농업은 기존 농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환경 보호를 달성하는 데

에도 유용하다면 기존의 고효율·고부가가치 레짐이 강화·확대되면서 새로운 농

업 레짐으로 진화하게 된다.

새로운 사회기술체제의 맹아를 담은 틈새혁신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시스템 

전환에 이를 수 있는데, 시스템 전환에서 사회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기

대(expectation)가 중요하며, 기대는 사회적 행동의 원동력으로 간주한다. 구체성

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될수록 기대는 새로운 사회기술혁신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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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대 자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기대 형성 자체는 새로운 사회

기술 영역을 확장하는 일종의 담론 차원의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들과 관계망들은 새로운 사회기술에 대한 기

대를 확장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대관리(expectation management)’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사회기술체제가 당면한 문제

와 전경의 압력을 배경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을 추구하는 주체들과 관계망들의 기

대와 이해관계를 분명히 표현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틈새혁신 실험을 통한 학습, 다른 영역에서 진행되는 틈새혁신 실험에 대한 학

습은 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크게 세 가지 학습 유형으로 분류 가

능하다.

[1] 심화(deepening) 학습: 전경과 사회기술체제의 관점에서 본 틈새혁신실험

의 맥락, 틈새혁신이 새로운 사회기술체제로 변화하기 위한 요인 등을 학습(예: 킹

스베리 수출 연구 및 기획) 

[2] 확장(broadening) 학습: 여러 공간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틈새혁신에 

대한 학습, 여러 가지 틈새혁신 실험에서 추진되는 맥락에 대한 학습, 틈새혁신들

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관한 학습(예: 지역 간 각종 교류회)

[3] 확대(scaling up) 학습: 틈새혁신들이 사회기술체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주류의 관행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관한 학습(예: 유럽의 다기능 농업)

사회기술체제의 선택압력으로부터 틈새혁신실험을 보호할 다각적인 메커니즘

을 구상해볼 수 있다.

  - 재정적 측면: 보조금 등

  - 지리적 측면: 특정한 구체적 장소 등

  - 제도적 측면: 규제 적용의 면제 등

  - 사회인식적 측면: 매력적 비전 제시

  - 정치적 측면: 정부 부처의 지원 약속과 다짐 등

  - 문화적 측면: 환경운동가의 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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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농업 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활동 현황과 시사점

정부 주도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활동은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큰 역할

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농업계 내․외부의 여건 변화에 따라 혁신성과 확산활

동 체계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시스템 내 주요주체들과의 심층면접 및 FGI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농업계

의 혁신성과 확산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의 발전방

안을 제시한다.

1. 수요자 요구 다양화

농가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식량작물 위주에서 다양한 소득작물로 변화하여 농

가에서 취급하고 있는 작물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그 결과 작물별 주산지 개념

이 약화되고, 한 지역에서 다양한 품목이 생산되는 방식으로 작부체계가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및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도 매우 다양

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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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공 중심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잘 

반응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연구 및 지도인력은 한정되어 있는 데 반해 농가

에서 요구하는 품목과 기술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재배품목이 몇몇 

작물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농가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너무 다양하여 각 

시도ㆍ시군에 연구 및 지도 인력을 품목마다 배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거에 식량 증산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다양

한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식량작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물에 대한 농

업인의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도·보급 인력의 감소 등으로 인해 농업기

술센터가 품목 다양성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특히 농업기술

센터의 전문성은 해당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농가에서 요구하는 작물이 다양화되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약용작물과 같은 소량 생산 품목에 대한 농민들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하지만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지방공공기관

에서는 이와 같은 품목에 대해 직접 연구 및 실험을 해보지 않았거나 충분한 기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에 한계가 있으며, 농사로 등 농촌진흥청의 

전체 자료 시스템을 조사하여 응답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식량작물에서 소득작물로 재배품목이 변하면서 재배품목이 자주 바뀌는 경

향이 있다. 농가에서 재배하는 품목에 맞춰 연구 및 지도인력을 채용할 경우 농가

에서 재배품목을 바꾸면 해당 연구자 및 지도원은 분야가 사라진다. 하지만 연구

자는 개인마다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타 품목으로 연구를 전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연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전통적인 주요 작목 외에는 재배 기간이 5년이 넘는 작목을 찾기 어렵다. 특히 

TV나 미디어를 통해 특정 품목이 인기를 얻게 되면 2~3년 안에 전국적으로 해당 

품목 재배가 확산되고 2~3년 후에는 과잉생산하게 되어 출하 시기에 가격이 폭락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현재 샤인머스캣 가격이 좋지만 과잉생산으로 2~3년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제3장 농업 현장의 농업 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활동 현황과 시사점 | 35

으며, 비슷한 예가 영암 무화과에서 발생하였다. 영암은 무화과 주산지이기도 하

지만 귀농인들이 주로 무화과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무화과 생산량이 급증하였

고, 그 결과 작년에는 1kg에 5,000원 정도 하던 무화과 가격이 올해에는 1kg에 

1,000~1,500원으로 폭락하였다.

축산 분야를 예로 들면, 금붕어, 미꾸라지 등 민물고기와 가금류, 사슴 등 중·소

동물을 한때 많은 농가에서 사육하였지만, 품목의 인기가 식으면서 사육 농가가 

사라졌다. 즉, 이와 같은 농가 수요에 매번 부응하여 해당 분야의 연구 인력을 배치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결과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보다는 문제가 생

긴 후에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의 지도·보급 사업은 생산기술에 초점을 두었는데, 농민

들의 교육 수요는 유통에서 마케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어 현재의 혁신성과 확산

체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정보 수집 경로(channel)의 다양화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에 대해 다양해진 농업인의 수요에 따라 선형 방식의 혁

신성과 확산체계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그 결과 농업인의 정보 수집 경로가 다양해

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유튜브 및 밴드 등 SNS)을 통해 농업기술 및 혁신성

과에 대한 정보를 얻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선도농가는 여러 품목을 다루는 공공 기관에 비해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 반대로 공공기관은 모든 

개별 품목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기존의 혁

신성과 확산체계에 대한 농민들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또 작목별로 SNS 등을 이용하여 농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배연구회에서 시작된 네이버밴드 ‘배사랑방’과 딸기농가



36 |

들의 정보공유 네이버밴드 ‘프라가리아 딸기 기술공감’이 있다. 이와 같은 SNS를 

활용한 정보의 전파는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손쉽게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병충해 정보와 같이 시의성이 중요한 정보를 

SNS를 활용하여 농민들 간에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정보를 전파할 수 있다.

하지만 SNS 등을 이용한 정보 전파는 잘못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수의 농민

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으며, SNS 목적에 맞지 않는 홍보성 글이 많아질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정리하고 걸러낼 사람이 필요하지만 이를 책임지고 정

리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소위 유튜브 농업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의 농업기술 

및 경험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농업인과 공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요즘 농가에

서 유튜브를 통해 얻은 지식을 기술센터에 문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

적 특성과 농가 역량에 따라 해당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SNS에 있는 농업기술 정보는 비용이나 경제성을 제대로 고려치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해당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새로운 혁신성과 및 농업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화되었지만 이와 동시

에 검증되지 않은 많은 정보가 SNS를 통해 전파되는 문제점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SNS와 인터넷을 통한 농업기술정보 습득경로 확대 사례>

- 농촌진흥청 농사로에서 ‘사과’로 검색 시 25건의 동영상이 검색됨(2019. 6. 9. 검색)

- 네이버에서 ‘사과전정’으로만 검색해도 191건의 동영상 검색됨(2019. 6. 9. 검색)

- 유튜브에서 ‘사과전정’으로만 검색해도 68건의 동영상 검색됨(2019. 6. 9. 검색). 조

회수가 최고 15만 회인 동영상도 있어 많은 농민이 유튜브를 통해 기술정보를 습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나주배연구회, “배”기술공감과 같은 밴드(Band)도 운영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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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교육직의 전문성 약화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은 중앙의 농촌진흥청이 농업기술 및 혁신성

과를 개발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를 보급하는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성장

해 왔다. 농업기술센터는 여전히 혁신 확산체계에서 중요한 주체이지만, 농업인

의 수요 다양화와 기술수준의 상승, 이로 인한 지도직의 상대적 역량 하락으로 농

업기술센터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농진청, 도농업기술원, 대학은 

농업기술센터에 비해 접근성은 현저히 낮지만 높은 전문성으로 인하여 점차 농업

인의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지도직의 역량이 약화된 한 가지 이유는 시·군의 기술센터가 지자체 소

속으로 바뀌면서 일반 행정 공무원 조직으로 편입되어 해당 공무원의 농업 관련 

지식이 부족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센터 내의 보직과 인사 관리가 기술센터에 있지 않고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특성에 맞지 않게 인사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

를 들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는 근속기간이 

필요하지만 일반 공무원과 같이 순환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전문성 향상

이 어렵다.

예전에는 신규 직원 채용 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 행정 

공무원 조직으로 편입되어서 현재는 지원자의 학과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농업인의 기술 및 정보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지도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농업

인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도사가 스스로 연구하고, 경험을 쌓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지도·보급 사업의 성과가 크게 좌

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혁신성과 및 농업기술을 보급·전파하기 위해

서는 기술센터 직원 채용 시 해당 분야 전공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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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이후 인력 교체가 심화

되어 업무 숙련도가 떨어지고, 빈번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담당 공무원이 

해당 분야 지식을 쌓기 어려운 환경이다. 또 농업기술센터가 지자체 소속으로 바

뀌면서 지도·보급사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 방향이 쉽게 달라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활동은 전파체계의 최종 단계에 있는 시·군 농

업기술센터 지도·보급직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어떤 사람이 지도직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그 지역에서 품목이 

활성화되느냐가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몇몇 지자체의 경우 직제상에서 농

업기술 및 혁신성과를 확산을 담당하는 지도·보급 부서가 사라진 경우도 있다.

또 과거에 비해 지도·보급 인력이 많이 줄어들어 3~4개 면을 1명의 상담소 직원

이 담당하고 있기도 하며, 그 결과 과거엔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도·보급의 정점

에 있었지만, 현재는 그 역할과 기능이 과거에 비해 약해진 상태이다.

4. 공공 부문에서 (거의) 무상으로 제공되는 지도·보급 사업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농업인이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를 제공받을 경우 해당 서

비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해외(네덜란드 등)와 달리 현재 무상으로 지도·보

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다. 그 결과 교육에 참석한 농

업인의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교육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의 관심이 떨어지고, 교육

에 임하는 자세가 수동적이다. 심지어 예전에는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식

사와 같은 교육과 무관한 편이까지 제공하였는데, 그 결과 농민들이 무상으로 받

는 것에 익숙해졌고, 일부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는 행정업무 등으로 농업기술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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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지도사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공공 부문의 특성으로 인해 지도·교육과정에서 명쾌한 답을 줄 수 없는 어려

움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농약에 관해 교육을 실시할 경

우 지도직 공무원은 특정 제품을 말할 수 없고, 대신 어떤 성분이 들어간 농약을 사

용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민들은 명쾌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 지

도직 공무원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교육 내용을 불신하

기까지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도·보급 사업이 공공 부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사 및 

연구사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농약 

처방전이다. 농약 처방전은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지도·

보급 사업이지만 공식적으로 농약처방전을 공표했으나 해당 처방전이 효과적으

로 작용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의 비난과 책임소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약 처방전과 같은 필수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3)

또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신규 작목에 대해 지도사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신 있게 농가에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은 직접 재배하는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신규 작목에 대해서 부정확한 정보

를 제공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대응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지도사나 연구사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컨설턴트나 농자재 업

체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컨설턴트나 농자재 업체는 말이 틀

려도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도사/연구사가 할 수 없는 말을 해주고 받아들이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명쾌한 면이 있어 이들은 더 신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3)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배원예농협은 4월부터 10월까지(생육기) 매월 한 달 치 분량의 농약처

방전을 제작·공표하고 있음. 나주배원예농협에서 제작한 농약처방전은 우리나라 전역의 배 농가와 

농협에 퍼짐. 배 농가는 이를 참고하여 자기 지역의 환경에 맞게 운용함. 수출농가와 일반농가(내수 

전문)가 사용하는 농약처방전 2종을 만듦. 한 달 치 분량을 만들기 때문에 일기 상황이 변하는 등 변

동 사항이 있으면 ‘즉각 문자 알림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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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가 다양화

되어 기존의 선형 방식 혁신성과 확산체계에서 네트워크 방식(다양한 주체 간 연

계, 지역 간 연계, 다양한 방식 활용)의 혁신성과 확산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다양화된 전국 모든 지자체의 연구개발 수요를 중앙 기관에서 모두 충족할 수

는 없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R&D 기관 간에 협력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다양해진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하고 공공 부문 주도의 무상교육 방식에서 탈피

하기 위해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WPL, 귀농닥터 등의 공공-민간 협력사업

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제공받은 기술 노하우에 대해 농업인

이 합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도·보급 사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 지역마다 모든 품목의 전문가가 있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농업기술센터

의 전문 지도사,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등 전문가 풀에 대한 상호 협력 체계

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팜과 같이 재배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짐

에 따라 전문 지도사, 농업마이스터 등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협력 강화가 필수

적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부터 청년농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전문가를 육성

하고 있는데, 이들이 고령농 등 기존 주변 농가의 스마트팜 시설/설비를 컨설팅하

는 협력체계가 안착할 경우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상향식 기술 개발·보급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중앙(농촌진흥청)에서 전국 모

든 지자체의 연구개발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R&D 기관이 

협력하여 다양해진 농업인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

체, 농협,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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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혁신성과 확산경로별 특징

확산경로 특징

농업기술센터

∙ 높은 접근성

∙ 식량작물에 관한 정보를 주로 제공하여 다양해진 농업인의 수요에 대응하기는 

부족함

∙ 재배경력이 짧거나 귀농·귀촌한 농업인들이 주로 이용

∙ 지도직의 전문성 약화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 정보의 신뢰성과 전문성이 뛰어남

∙ 하지만 농업인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짐

농협

∙ 직접영농에 지원하는 영농자재 지원 위주

∙ 판매 및 유통에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지역과 품목에 따라 역량 차이가 많이 남

농업인 모임/선도농가
∙ 전문성과 신뢰성은 부족하지만 소통과 피드백 제공은 강점

∙ 인터넷 및 SNS 의 발달로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인터넷 및 SNS
∙ 미래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정보의 신뢰도가 낮아 타 기관을 통해 검증 필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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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조사 개요

본 장에서는 농업인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 재배품목의 변화와 농업인 및 경로의 특성, 농업인이 선

택하는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경로 현황 및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재배품목의 특성 변화 분석를 통해 기술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혁신성과 확산경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 재배품목의 특성뿐만 아니

라 확산경로 자체의 특성과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혁신 확산경로의 선택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혁신성과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하여, 주 재배품목 

특성, 혁신경로의 특성, 혁신성과 채택자의 (수요)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

들에 따라 혁신 확산경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여, 혁신 확산경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의 혁신 확산경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 재배품목의 변화와 농업인 및 경로의 특성, 농업인이 선택하는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경로 현황 및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농업인 설문의 조사기간은 2019년 7월이며, 조사대상은 한국농촌경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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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현지통신원 및 리포터 500명이다. 본 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확산경로의 선택 현황과 확산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즉 ① 기술수요자인 농업인 특성, ② 대상품목(재배품목) 특성, ③ 확산경로

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혁신성과 확산경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 부문은 

교육, 상담, 홈페이지, 책자 등을 통한 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을 

포함하고, 민간 부문은 농협, 작목반과 연구회와 같은 농업인모임, 선도농가, 농자

재 판매점, 대학, 영농컨설턴트, 인터넷 및 SNS, 스스로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본 설문의 주요 내용과 설문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다음과 같다.

표 4-1  주요 설문내용 및 가설

주요 설문내용
가설

종속변수 독립변수

확산경로

선택

농업인

특성

혁신역량

- 농업인의 혁신역량이 높을수록 민간경로 선택 확률이 높다.

- 농업인의 혁신역량이 높을수록 다양한 경로를 골고루 선택할 확률이 

높다.

네트워킹 정도

- 농업인의 네트워킹 정도가 높을수록 민간경로 선택 확률이 높다.

- 농업인의 네트워킹 정도가 높을수록 다양한 경로를 골고루 선택할 확

률이 높다.

교육 정도

- 전문교육을 받은 농업인일수록 민간경로 선택 확률이 높다.

- 전문교육을 받은 농업인일수록 다양한 경로를 골고루 선택할 확률이 

높다.

기술활용 정도
- 농업인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활용 역량이 클수록 민간경로 선택 확

률이 높다.

품목

특성

전통-소득작물 - 주재배품목이 소득작물일수록 민간경로 선택 확률이 높다.

재배시설 요구 정도
- 높은 수준의 재배시설 및 자재가 필요할수록 민간경로 선택 확률이 

높다.

주산지 형성 여부 - 주산지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공공경로 선택 확률이 높다.

경로

특성

최신정보 제공 정도 - 해당 확산경로가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수록 선택 확률이 높다.

신뢰도 - 해당 확산경로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수록 선택 확률이 높다.

전문성 - 해당 확산경로가 전문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수록 선택 확률이 높다.

소통 정도
- 해당 확산경로가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소통이 편하고 피드백이 

빠를수록 선택 확률이 높다.

접근성 - 해당 확산경로의 접근성이 용이할수록 선택 확률이 높다.

비용 정도
- 해당 확산경로의 기술 및 정보 제공에 대한 비용이 저렴할수록 선택

확률이 높다.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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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자의 주요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 411 82.9

여 85 17.1

합계 496 100.0

나이

평균 55.4

29세 이하 10 2.0

30~39세 41 8.2

40~49세 74 14.9

50~59세 172 34.6

60~69세 167 33.6

70~79세 32 6.4

80세 이상 1 0.2

합계 497 100.0

학력

초졸 이하 5 1.0

중졸 17 3.4

고졸 128 25.8

대재 이상 346 69.8

합계 496 100.0

지역

경기/인천/서울 44 8.9

강원 47 9.5

충북 42 8.5

충남/세종/대전 68 13.7

전북 49 9.9

전남/광주 72 14.5

경북/대구/울산 102 20.6

경남/부산 64 12.9

제주 8 1.6

합계 496 100.0

매출액

1천만 원 미만 127 25.8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79 16.0

2천만 원 이상~4천만 원 미만 95 19.3

4천만 원 이상~6천만 원 미만 67 13.6

6천만 원 이상~8천만 원 미만 38 7.7

8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22 4.5

1억 원 이상 65 13.2

합계 49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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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특성 응답자 수(명) 비율(%)

재배경력

평균 15.3

10년 미만 201 40.9

10년 이상~20년 미만 156 31.8

20년 이상~30년 미만 49 10.0

30년 이상~40년 미만 52 10.6

40년 이상~50년 미만 30 6.1

50년 이상~60년 미만 2 0.4

60년 이상 1 0.2

합계 491 100.0

주: 자체조사.

2.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 현황

2.1. 주 재배품목 및 재배품목 특성 변화

10년 전 대비, 농업인이 주로 재배하는 품목에서 논벼와 채소, 전작의 비중은 감

소하고 과수와 특작의 비중은 증가하여, 주 재배품목이 식량작물에서 수익성이 

높은 품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주 재배품목 현황

단위: %

구분 10년 전 현재 변화량(%p)

논벼 16.0 13.2 -2.8 

채소 21.3 18.5 -2.8 

과수 26.2 33.0 6.9 

전작 6.8 5.3 -1.5 

특작 13.8 16.1 2.2 

화훼 2.2 2.2 0.0 

축산 6.2 7.0 0.9 

기타 7.5 4.6 -2.8 

합계 100.0 100.0 

자료: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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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배품목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면, 10년 전에 비하여 전통적 품목의 비중은 

줄고, 신품목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영농에 있어 재배시설 및 자재의 사용 

필요성이 높은 품목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주산지 형성 여

부는 10년 전에 비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주 재배품목의 특성 현황

단위: %

재배품목 특성 10년 전 현재 변화량(%p)

전통적 품목 - 

신품목

전통적 품목 44.7 32.7 -12.0

보통 45.6 55.0 9.5

신품목 9.7 12.3 2.5

합계 100.0 100.0 

재배시설 및 

자재 필요도

재배시설 및 자재 적게 요구됨 34.4 26.0 -8.4

보통 48.5 49.6 1.1

높은 수준의 재배시설 및 자재가 필요 17.1 24.5 7.3

합계 100.0 100.0 

주산지 형성 정도

주산지 형성이 잘되어 있음 33.0 32.0 -1.0

보통 49.0 52.4 3.4

주산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음 18.0 15.7 -2.4

합계 100.0 100.0 

주: 자체조사.

2.2.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경로 현황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혁신전파 경로는 농업기술센터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 현재, 10년 후에도 동일할 것으로 농업인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점유율은 10년 전 24.8%, 현재 

21.2%, 10년 후 19.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업기술센터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혁신전파 경로는 농업인 모임이며, 10년 

전에는 선도농가의 비중이 세 번째로 높았으나, 현재는 인터넷 및 SNS와 스스로 

개발 다음으로 대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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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농업기술센터, 선도농가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반면, 농업인 모임, 인터넷 및 SNS, 스스로 개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현재와 10년 후를 비교했을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모임, 선도농가의 

비중은 감소하고, 영농컨설턴트, 인터넷 및 SNS, 스스로 개발은 증가할 것으로 농

업인들은 전망하였다.

표 4-5  혁신전파 경로 현황

단위: %

전파경로 10년 전 현재 10년 후

농업기술센터(교육, 상담, 홈페이지, 책자 등) 24.8 21.2 19.9

도농업기술원(교육, 상담, 홈페이지, 책자 등) 5.1 4.8 5.7

농촌진흥청(교육, 상담, 홈페이지, 책자 등) 4.8 4.9 5.9

농협(교육, 상담, 홈페이지, 책자 등) 6.0 6.6 5.1

농업인 모임(작목반, 공선출하회, 연구회 등의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13.8 15.3 14.1

선도농가 13.5 11.3 7.5

농자재 판매점(대리점) 및 업체직원 4.3 2.9 2.0

대학 4.6 2.2 2.4

비용을 지급한 영농 컨설턴트 0.8 0.9 1.9

인터넷 및 SNS(기관 홈페이지가 아닌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밴드 등) 8.8 14.4 16.8

스스로 개발 11.3 13.7 17.6

기타 2.3 1.8 1.1

합계 100.0 100.0 100.0

주: 자체조사.

영농활동 단계별 혁신전파 경로를 살펴보면, 종자에서 생리장해, 즉 생산단계

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농업기술센터 이외에 농업인 모임과 

선도농가에서 생산단계의 정보를 주로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산 이후 수확후관리나 판매·유통단계에서는 스스로 개발의 비중이 가

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확후관리 단계에서는 스스로 개발 이외에 농업인 모

임과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판매·유통 관련해서는 농협과 농업

인 모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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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영농활동 단계별 혁신전파 경로 현황

단위: %

구분 종자 병해충 재배 생리장해 수확후관리 판매·유통

농업기술센터 18.8 20.9 23.5 21.4 15.2 6.2

도농업기술원 4.0 3.3 3.5 3.7 3.3 2.0

농촌진흥청 3.9 4.4 3.5 4.3 3.6 1.3

농협 7.0 9.0 6.2 6.7 9.4 17.5

농업인 모임 16.7 15.0 14.8 16.0 16.7 16.2

선도농가 18.0 11.2 15.1 14.8 14.5 8.3

농자재 판매점 4.4 9.2 4.5 6.1 3.3 1.9

대학 2.1 2.4 2.4 2.9 2.7 1.0

영농 컨설턴트 0.8 1.0 0.8 0.9 0.7 0.4

인터넷 및 SNS 11.0 11.2 10.7 11.5 10.2 13.5

스스로 개발 11.5 11.2 13.9 10.4 18.4 28.7

기타 1.8 1.2 1.1 1.4 1.9 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자체조사.

2.3.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경로별 만족도

혁신전파 경로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

청과 같은 공공경로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보의 최신성, 신뢰성, 전문성에 대한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경로인 농협, 농업인 모임, 인터넷 및 SNS의 경우 소

통 및 피드백과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용적 측면에

서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인터넷 및 SNS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인터넷 및 SNS, 농업기술센터, 농협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영농 컨설턴트, 대학, 선도농가의 전반적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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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농업인의 혁신전파 경로별 만족도

구분 최신성 신뢰성 전문성 소통과 피드백 접근성 비용

농업기술센터 6.30 6.99 7.00 5.97 6.85 8.43

도농업기술원 6.56 6.97 7.22 5.64 4.99 6.80

농촌진흥청 6.93 7.19 7.54 5.59 4.23 6.53

농협 6.00 6.45 6.04 6.54 8.67 7.18

농업인 모임 6.28 5.78 5.83 6.84 7.49 6.95

선도농가 5.59 5.92 6.21 6.13 6.06 6.04

농자재 판매점 6.40 5.90 5.91 6.35 7.48 4.92

대학 6.34 7.16 6.76 5.02 4.18 4.31

영농 컨설턴트 5.84 5.38 5.72 5.12 4.25 2.97

인터넷 및 SNS 7.39 5.79 6.06 6.62 8.22 7.84

평균 6.36 6.35 6.43 5.98 6.24 6.19

주: 0 매우 불만족, 5 보통, 10 매우 만족.

자료: 자체 조사.

3. 농업인의 확산경로 선택과 수요·공급 특성의 상관관계 분석

3.1. 농업인 특성

농업인의 일반적 특성과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연령과 재배경력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농업기술센터의 비중이 높고, 

농업생산으로 인한 매출액이 높을수록, 도농업기술원과 농업인 모임의 비중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재배경력이 낮고, 매출액이 적을수록 전체 확산경로 선택 중 선도

농가의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이 낮고, 매출액이 높고, 불안정하지만 높은 수익을 

추구할수록 대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고, 매출액이 적고, 재배

경력이 짧으며,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수록 인터넷 및 SNS의 비중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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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농업인의 일반적 특성과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 간의 상관관계

구분 연령 교육수준 매출액 재배경력 위험도

농업기술센터 0.280*** -0.120** -0.060 0.170*** 0.037

도농업기술원 0.011 0.022 0.200*** 0.057 0.070

농촌진흥청 0.036 -0.039 0.017 0.062 0.019

농협 0.005 -0.063 -0.071 0.054 -0.081

농업인 모임 -0.051 -0.039 0.160*** 0.003 0.082

선도농가 -0.133*** -0.017 -0.123** -0.172*** -0.047

농자재 판매점 0.070 -0.039 -0.052 0.077 -0.062

대학 -0.123** 0.075 0.195*** 0.016 0.158***

영농 컨설턴트 -0.089* 0.063 0.077 0.014 0.008

인터넷 및 SNS 0.049 0.126** -0.159*** -0.094* -0.196***

스스로 개발 -0.076 0.033 0.051 -0.010 0.075

주: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농업인의 혁신역량과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과업도전감이 낮을수

록 농업기술센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혁신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교

육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감과 과업도전감이 높을수록 도농업기술원의 비중이 높았으며, 교

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감과 과업도전감이 높을수록 

농촌진흥청의 비중이 높았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업인일수록 농업인 모임의 비중이 높았고, 

자신의 혁신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주변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조절감이 높을수록 선도농가의 비

중이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혁신역량을 높게 평가할수록 대학의 비중이 높고, 자

신의 혁신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주변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인터넷 및 SNS의 비중이 낮았다. 마지

막으로 자신의 혁신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자기조절감, 자신감, 과업도전감이 높

은 농업인일수록 스스로 개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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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농업인의 혁신역량과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 간의 상관관계

구분 자가평가 교육 중요성 협력 자기조절감 자신감 과업도전감 자기효능감

농업기술센터 -0.016 0.160*** 0.023 0.027 -0.082 -0.113** -0.073

도농업기술원 0.122** 0.158*** 0.128** 0.029 0.088* 0.090* 0.084

농촌진흥청 0.063 0.114** 0.006 0.020 0.123** 0.143*** 0.118**

농협 -0.068 0.002 0.045 -0.067 -0.063 -0.051 -0.069

농업인 모임 0.006 0.108** 0.112** -0.043 0.005 -0.010 -0.018

선도농가 -0.145*** -0.157*** -0.045 -0.129** 0.000 -0.030 -0.057

농자재 판매점 0.008 -0.017 -0.010 -0.021 0.027 0.023 0.014

대학 0.128** 0.074 0.042 0.082 0.048 0.083 0.083

영농 컨설턴트 0.076 0.003 -0.032 0.045 -0.002 -0.075 -0.018

인터넷 및 SNS -0.102** -0.166*** -0.188*** -0.037 -0.078 -0.080 -0.078

스스로 개발 0.157*** -0.078 0.021 0.135*** 0.088* 0.141*** 0.142***

주: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농업인의 네트워크 및 교육 참여 정도와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 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농업마이스터, WPL현장교

수, 신지식농업인, 스마트팜 선도농가, 귀농닥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우수

회원, 6차산업 우수사례)이나 정보 획득과 신기술 도입을 위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농업기술센터와 도농업기술원의 비중은 높아지고, 선도농가와 인터

넷 및 SNS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정보 획득과 신기술 도입을 위해 참여하거나, 본인이 직접 조직 또는 주도적 역

할을 한 모임 및 단체가 있는 경우, 도농업기술원, 농업인 모임, 대학, 농촌진흥청

의 비중이 높고, 인터넷 및 SNS, 스스로 개발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표 4-10  농업인의 네트워크 및 교육 참여 정도와 확산경로 선택 간의 상관관계

구분 참여 프로그램 수 교육 참여 빈도 단체 참여 여부 단체 조직 여부

농업기술센터 0.095* 0.176*** 0.042 0.031

도농업기술원 0.164*** 0.148*** 0.167*** 0.177***

농촌진흥청 0.071 0.060 0.091* 0.066

농협 0.079 -0.071 -0.068 -0.085

농업인 모임 -0.008 0.054 0.116** 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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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참여 프로그램 수 교육 참여 빈도 단체 참여 여부 단체 조직 여부

선도농가 -0.104** -0.126** -0.040 -0.047

농자재 판매점 0.001 -0.041 -0.034 -0.029

대학 0.051 0.098* 0.123** 0.088*

영농 컨설턴트 -0.030 0.027 0.079 0.044

인터넷 및 SNS -0.158*** -0.170*** -0.092* -0.221***

스스로 개발 0.008 -0.049 -0.133** -0.009

주: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농업인의 인터넷 활용능력 및 정보제공 여부와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활용능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및 SNS의 비중이 

높고, 농협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선도농가로서 타 농업인에게 영농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도

농업기술원과 스스로 개발의 비중이 높고, 인터넷 및 SNS의 비중이 낮았으며, 유

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 타 농업인에게 영농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스스로 개발의 비중이 높고,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표 4-11  농업인의 인터넷 활용능력 및 정보제공 여부와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 간의 상관관계

구분 인터넷 활용능력 선도농가로서 정보제공 여부 인터넷으로 정보제공 여부

농업기술센터 -0.061 -0.075 -0.087*

도농업기술원 0.041 0.119** 0.020

농촌진흥청 0.000 0.046 0.116

농협 -0.096* -0.011 -0.103**

농업인 모임 -0.018 0.055 -0.007

선도농가 -0.036 -0.016 -0.078

농자재 판매점 -0.014 -0.009 -0.016

대학 0.025 0.043 0.080

영농 컨설턴트 0.017 0.043 0.028

인터넷 및 SNS 0.088* -0.127** 0.064

스스로 개발 0.052 0.120** 0.092*

주: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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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품목 특성

농업인이 주로 재배하는 품목의 특성과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 신품종을 재배할수록 도농업기술원과 대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재배시설 및 자재의 사용 필요성이 높을수록 도농업기술원, 농업인 모임, 대학의 

비중은 높고, 인터넷 및 SNS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산지화

가 이루어진 품목을 재배할수록 농협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  재배품목 특성과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 간의 상관관계

구분 신품종 재배시설 요구도 주산지화

농업기술센터 0.063 0.026 -0.025

도농업기술원 0.102** 0.090* 0.077

농촌진흥청 0.025 -0.007 0.050

농협 -0.032 -0.015 -0.119**

농업인 모임 -0.009 0.117** -0.064

선도농가 -0.058 -0.046 -0.018

농자재 판매점 0.025 -0.020 -0.050

대학 0.096* 0.139*** 0.060

영농 컨설턴트 -0.032 0.065 0.017

인터넷 및 SNS -0.051 -0.196*** 0.082

스스로 개발 -0.041 0.006 -0.007

주: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3.3. 경로 특성

전반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최신성, 신뢰도, 전문성, 소통 및 피드백, 접근성, 

비용적 측면과 같은 확산경로의 특성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업인이 해당 혁신성

과 확산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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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혁신성과 확산경로의 특성과 경로 선택 간의 상관관계

구분 최신성 신뢰도 전문성 소통 및 피드백 접근성 비용

농업기술센터 0.147*** 0.064 0.084 0.121** 0.094* 0.032

도농업기술원 0.201*** 0.181*** 0.169*** 0.166*** 0.196*** 0.093*

농촌진흥청 0.142*** 0.060 0.081 0.110** 0.154*** 0.103*

농협 0.182*** 0.145*** 0.170*** 0.162*** 0.076 0.099*

농업인 모임 0.090* 0.063 0.051 0.054 0.054 0.056

선도농가 0.005 0.032 0.029 0.093* 0.088* 0.035

농자재 판매점 0.155*** 0.179*** 0.092* 0.266*** 0.265*** 0.200***

대학 0.209*** 0.189*** 0.091* 0.050 0.113** 0.135**

영농 컨설턴트 0.083 0.061 0.062 0.060 0.093* 0.074

인터넷 및 SNS 0.049 0.036 0.051 0.070 0.020 0.062

전체 경로 0.136*** 0.099*** 0.090*** 0.141*** 0.172*** 0.183***

주: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4. 농업인의 확산경로 선택의 요인 분석

다양한 외부요인들이 농업인의 혁신 확산경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농업인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인의 

특성, 재배품목의 특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한 농업인이 선택한 다양한 확산경로

들의 비중변화(모든 경로의 합은 1이 된다)를 추정하기 위하여 Fractional 

Multinomial Logit4) 모델을 활용하였다. 총 500명의 설문응답자 중 계량분석에 사

용된 변수들에 대해 모두 응답한 수는 320명이며, 따라서 320명의 설문자료를 사

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4) Fractional multinomial logit 모형은 Papke and Wooldridge(1996)가 제안하였고 Sivakumar 

and Bhat(2002)이 활용한 모형으로, 다항 로짓을 분수 반응으로 확장한 모델임. 종속변수로서 0 또

는 1의 응답만 고려하는 일반적 다항 로짓 모형과 달리, Fractional multinomial logit 모형은 종속

변수가 분수인 경우를 고려한다. 각 종속변수는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어야 하고, 종속변수 세트의 

총 합은 1이 돼야 한다. 이와 같은 종속변수 세트의 예는 비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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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농업인의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구분
도농업

기술원
농진청 농협

농업인

모임

선도

농가

농자재

판매점
대학

영농

컨설팅
인터넷

스스로 

개발
기타

교육

수준
0.393** 0.006 -0.182 -0.180 -0.338* -0.172 0.415 1.161** 0.170 0.133 0.915

매출액 0.151** 0.035 0.019 0.152*** 0.081 -0.001 0.411*** 0.181* 0.072 0.143** 0.186

재배

경력
0.000 -0.002 -0.001 -0.018** -0.045*** 0.001 -0.018 0.018 -0.010 -0.010 -0.063

신품목 0.028 -0.061 -0.005 -0.047 -0.003 0.017 0.054 -0.165 0.030 -0.056 -0.021

재배

자재
-0.026 -0.067 0.000 -0.031 -0.063 0.000 0.034 0.131 -0.100* -0.004 -0.082

주산지 0.144*** 0.096 -0.086 0.027 -0.035 -0.099 0.211* 0.090 0.083* 0.051 0.303

자기

효능감
0.116 0.261*** -0.072 0.061 0.011 0.137 0.224 -0.090 0.079 0.197** 0.134

프로그램 0.109* 0.027 0.120* -0.079 -0.173** 0.018 -0.045 -0.197 -0.145** -0.007 -0.455

참여

모임
0.367 0.115 0.065 0.178 0.323 0.258 0.801 0.747 0.144 -0.555** 0.076

주도

모임
0.252 0.027 -0.339 0.260 0.167 -0.235 -0.053 0.191 -0.414** -0.051 -0.318

교육

빈도
-0.111 -0.061 -0.166 -0.133* -0.284** -0.251** -0.141 -0.171 -0.183** -0.126 -0.038

인터넷 

활용도
0.046 0.013 0.089 0.042 0.025 0.043 -0.038 0.093 0.117* 0.106 0.012

cons -5.097 -3.094 0.289 0.073 2.044 -1.436 -7.657 -8.296 -1.158 -2.010 -6.719

Number of obs. 320

Wald chi2(132) 487.69

 Prob > chi2 0.0000

주: *, **, ***은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계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변수별 영향을 추정5)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업인의 재배경력이 길수록 농업기술센터의 비중이 높고 재배경력이 짧을수

록 선도농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재배경력과 연령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

려한다면, 소득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고령농일수록 농업기술센터의 이용이 

많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앞 절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와 종합하여 본다

5) 모든 독립변수를 평균값 또는 ‘보통’으로 고정한 후,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변수값만 변화시켜 종속

변수의 변동을 관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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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영농초기에는 공적 네트워크보다는 주변 농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재배경력에 따른 농업인의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 변화

주: 저자 작성.

농업생산활동으로 인한 매출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인 모임, 대학, 스스

로 개발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농업기술센터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 규모화된 농가일수록 농업기술센터를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2  매출액 수준에 따른 농업인의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 변화

주: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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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목을 재배할수록 인터넷 및 SNS, 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등의 비중

이 높고, 전통적 품목을 재배할수록 농업인 모임, 스스로 개발 등의 비중이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신품목을 재배할수록 새로운 정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외부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반면 전통적 품목은 농업인과 주변농가의 노

하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배시설 및 자재가 많이 필요한 작물일수록 농업기술센터, 스스로 개발, 영농 

컨설턴트의 비중이 높고, 재배시설 및 자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작물일수록 인

터넷 및 SNS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산지 작물일수록 농협, 선도농가, 농업

기술센터의 비중이 높고, 주산지 형성이 되지 않은 작물일수록 인터넷 및 SNS, 도

농업기술원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산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작물

의 경우, 시·군에서 정보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거점기관인 도농업기

술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림 4-3  신품목 정도에 따른 농업인의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 변화

주: 1 매우 전통적 품목, 4 보통, 7 매우 신품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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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재배시설 및 자재 요구도에 따른 농업인의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 변화

주: 1 재배시설 및 자재가 거의 필요하기 않음, 4 보통, 7 매우 높은 수준의 재배시설 및 자재가 필요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5  주산지 형성 정도에 따른 농업인의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 변화

주: 1 주산지 형성이 매우 잘되어 있음, 4 보통, 7 주산지 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농업인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에 따라 스스로 개발, 농진청 등의 비중이 높아지

고, 농업기술센터, 농협, 선도농가 등의 비중이 감소한다. 즉, 농업인의 혁신역량이 

높을수록 스스로 해결하거나, 최상위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62 |

그림 4-6  자기효능감에 따른 농업인의 혁신성과 확산경로 선택 변화

주: 0 매우 낮음, 5 보통, 10 매우 높음.

자료: 저자 작성.

농업인의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터넷 및 SNS, 스스로 개발 등의 비

중이 높아지고, 농업기술센터의 비중이 감소한다. 이는 인터넷과 농업기술센터가 

경합(대체)관계에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7  인터넷 활용도에 따른 농업인의 혁신성과 확산경로 변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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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참여한 프로그램 수가 많아질수록 도농업기술원, 농협, 농업기술센

터, 농촌진흥청 등의 비중은 높아지고 선도농가, 인터넷 및 SNS, 농업인 모임 등의 

비중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공적 교육 시스템을 이용할수록 개

인적 네트워크 의존이 낮아진다.

그림 4-8  참여 프로그램 수에 따른 농업인의 혁신성과 확산경로 변화

주: 저자 작성.

최근 5년간, 농업인이 정보 획득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해 참여한 교육이 많을수

록 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농진청과 같은 공공채널의 이용은 높아지고 농

협, 농업인 모임, 선도농가, 농자재 판매상, 대학, 영농 컨설턴트, 인터넷 및 SNS와 

같은 민간채널의 이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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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참여 교육 빈도에 따른 채널 변화

주: 저자 작성.

5. 시사점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주 재배품목의 특성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신품목, 재배

시설 및 자재 필요도가 높은 품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개방 등으로 인하여 기존 전통적 품목들의 경쟁력이 감소함에 따라 신품목을 통한 

품목 다양화나 자본투입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가장 많은 농업인이 사용하고, 농업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혁신성과 전파경

로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로 나타났지만, 다양한 전파경로의 등장

과 인터넷 및 SNS, 스스로 개발과 같은 개인이 단독으로 혁신성과를 접할 수 있는 

경로의 비중이 커지면서 농업기술센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요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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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주요 가설 검증 결과

주요 설문내용
가설검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확산경로

선택

농업인

특성

혁신역량

농업인의 혁신역량이 높거나 높다고 인지할수록 도농업기술원, 농진

청, 대학, 스스로 개발 선택 확률이 높고, 혁신역량이 낮을수록 농업기

술센터, 선도농가, 인터넷 및 SNS 선택 확률이 높다.

네트워킹 정도

농업인의 네트워킹 정도가 높을수록 도농업기술원, 농진청, 농업인 모

임, 대학 선택 확률이 높고, 네트워킹 정도가 낮을수록 인터넷 및 SNS, 

스스로 개발 선택 확률이 높다.

교육 정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 및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

업인일수록 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농진청, 농업인 모임, 대학 

선택 확률이 높고, 소극적일수록 선도농가, 인터넷 및 SNS 선택 확률

이 높다.

기술활용 정도
농업인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활용 역량이 클수록 인터넷 및 SNS 선택 

확률이 높다.

품목

특성

전통-신품목 주재배품목이 신품목일수록 도농업기술원과 대학 선택 확률이 높다.

재배시설 요구 정도

높은 수준의 재배시설 및 자재가 필요할수록 도농업기술원, 농업인 모

임, 대학 선택 확률이 높고, 재배시설 및 자재가 필요하지 않을수록 인

터넷 및 SNS 선택 확률이 높다.

주산지 형성 여부 주산지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농협 선택 확률이 높다.

경로

특성

최신 정보 제공 정도 해당 확산경로가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수록 선택 확률이 높다.

신뢰도 해당 확산경로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수록 선택 확률이 높다.

전문성 해당 확산경로가 전문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수록 선택 확률이 높다.

소통 정도
해당 확산경로가 제공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소통이 편하고 피드백이 

빠를수록 선택 확률이 높다.

접근성 해당 확산경로의 접근성이 용이할수록 선택 확률이 높다.

비용 정도
해당 확산경로의 기술 및 정보 제공에 대한 비용이 저렴할수록 선택 확

률이 높다.

주: 저자 작성.

공공경로와 민간경로 내에서도 농업인의 역량,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경로가 다

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혁신역량이 낮은 농업인은 공공경로 중에서도 농

업기술센터를 선호하고, 혁신역량이 높은 농업인은 도농업기술원이나 농진청을 

선호하였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기술 및 정보 수준이 다양하고 공공기관의 수준이 

농가의 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확산경로를 공공과 민간으로 이분화하

여 분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로별로 분석이 필요하다.

재배경험, 혁신역량, 매출액, 관련 교육 빈도, 네트워킹 수준이 낮으면(귀농,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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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농 등), 타 농업인에 비해 선도농가, 인터넷 및 SNS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전문지식과 농업 분야의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 기존 

네트워크가 없어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확산경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반면, 혁신역량, 매출액, 관련 교육 빈도, 네트워킹 수준이 높은 선도농의 경우, 

타 농업인에 비해 확산경로로 도농업기술원, 농진청, 대학과 같은 연구기관을 선

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도농업기술원, 농진청, 대학은 접근성은 낮지만, 정보

의 최신성, 전문성, 신뢰성이 높은 경로로, 선도농은 접근성과는 상관없이 정보의 

질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며, 동시에 도농업기술원, 농진청, 대학이 가장 높은 수준

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로로 해석된다.

혁신역량과 매출액은 높으나 관련 교육 빈도와 네트워킹 수준이 낮은 독립적 

성향의 선도농의 경우 스스로 개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우 특이한 

품목(신품목, 외래품종 등)을 재배하거나, 새로운 재배방법(친환경 등)을 시도하

는 농가나 이미 높은 수준의 농업기술을 습득하여 더 이상 다른 기관이나 모임 등

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지 않는 농업인이 독립적 성향의 선도농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16  혁신역량과 교육·네트워크 수준에 따른 농업인 유형화 및 유형별 선호 경로

구분
혁신역량

낮음 높음

교육·네트워킹
낮음 귀농: 선도농가, SNS(농협) 독립적 선도농: 스스로 개발

높음 일반농: 기술센터(농업인 모임) 선도농: 도농업기술원, 농진청, 대학

주: 저자 작성.

주요 확산경로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및 SNS의 경우, 이미 역량이 높은 농업인

보다는 역량이 낮은 농업인이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습득하는 정보가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내용 위주

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농업인은 인터넷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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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부터 습득한 정보의 최신성은 높게 평가하지만, 신뢰도나 전문성은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터넷 및 SNS로부터 습득한 새로운 정보를 타 경

로를 통해 검증받고자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확산경로로서의 선도농가의 경우, 인터넷 및 SNS로 대체되면서 그 비중이 감

소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및 SNS로 대체가 되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귀농 및 초기농가와 같은 역량과 네트

워크가 약한 농가들에게는 중요한 확산경로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영농 컨설턴트의 경우, 수요층이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농 컨설턴

트는 스마트팜과 같이 자본 투입이 많고,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농업인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는 영농 컨설턴트의 비중이 높지 않으나, 

향후 스마트팜과 같은 기술기반 농업이 확대된다면 영농 컨설턴트의 수요 또한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들은 주산지화가 이루어진 품목이나 유통·소비, 가공을 통한 상품화 관

련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에서 농협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배원협과 같이 주산지 품목의 지역농협이 정보 확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농협은 유통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소비, 상품화 분

야에 관하여 타 경로에 비해 강점을 가지고 있다.

경로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공공경로(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농진청)는 정

보의 질(최신성, 신뢰성,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민간경로(농협, 농업인 모

임, 인터넷 및 SNS)는 접근성과 소통 및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나, 공공경로와 민간경로 간의 장점이 비교적 뚜렷이 구분되고 있었다.

영농활동 단계별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경로를 살펴보면, 재배 이후 수확 

후 관리와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스스로 개발의 비중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다

시 말해, 농업인이 수확 후 관리와 유통·소비 관련 정보를 기관이나 모임을 통해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농업생산물의 차별화,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정보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 및 

요구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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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업 혁신 확산 사례6)

제5장에서는 논산 딸기, 장수 사과, 고양 접목선인장, 파주 장단콩의 대표적인 

지역 단위 농업혁신 성공사례를 통해, 새로운 품종이나 재배기술과 같은 농업혁

신이 농가로 확산되는 작동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논산 딸기

논산의 딸기재배 역사는 40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산의 딸기재배 

면적이 1975년에는 144.3ha였으나, 1978년에는 700ha를 넘어서고, 1991년 이후 

딸기재배면적은 800~900ha 수준이며, 농가수는 1,800~1,900농가를 유지하고 있

다. 이 규모는 전국 딸기 재배면적의 15% 내외를 차지하는 최대 면적이다.

논산 딸기의 혁신은 장희(아키히메), 육보(레드펄) 등 80~90년대를 거치면서 

정착한 일본계 품종에서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가 개발한 국내 품종인 “설

향”으로 전환한 데에 있다. 농업기술센터 추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논산시 딸기 

재배면적 897ha 중 설향은 886ha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6) 농정연구센터의 협동과제(책임: 장민기)를 발췌·요약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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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품종별 딸기 재배면적(논산, 2018년)

구분 계 설향 육보 기타(장희, 죽향, 킹스베리)

면적(ha) 897 886 4 7

구성(%) 100 98.8 0.4 0.8

주 1) 생산액: 1,580억 원, 생산량: 33,000톤, 재배농가수: 2,100농가

    2) 재배방법 : 토경재배 1,200농가(539ha-60%), 수경재배 900농가(358ha-40%)

자료: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내부자료(2019).

논산 딸기는 우리나라 딸기 주품종이 “설향”으로 전환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죽향”이 보급되는 등 전국적인 

딸기 품종 전환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그 배경에는 종자주권이 강화되어 일본 

품종에 대한 종자 로열티가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산 품종에 대한 농업인의 

요구가 커진 것을 들 수 있다. 2001년 “매향”(논산딸기시험장)을 시작으로 국산 

딸기 품종개발은 이루어졌으나, 보급에는 실패하였다. 하지만 “설향”은 논산을 

비롯하여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설향”의 재배면적 비중은 2000년대 중반 

75% 내외에서 2018~2019년에 83.7%까지 증가하였다.

딸기는 품목의 특성상 과육이 무르기 때문에 상품화시키기 어려운 수확물(비상

품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저장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단

점 때문에 다양한 가공을 통한 상품화와 6차산업화로의 연계를 꾸준히 도모하고 

있다. 논산시는 공동 브랜드 “예스민”을 활용하여 딸기 상품화와 6차산업화를 적

극 추진하고 있다. 농가가 소규모 딸기 가공사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을기업 및 중소기업 체제를 갖추어 발전하였고 딸기잼 

이외에 딸기고추장, 딸기한과 등 다양화되었다. 딸기가 가지고 있는 품목 특성으

로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체험활동이 활발하고, 관련 사업화도 적극 추진되었

다. 그 결과 딸기 축제는 물론 일상적인 수확 체험·관광이 사업화되었다.

논산농업기술센터의 현장 공무원은 논산 딸기 산업의 중요한 성공 요인 중 하

나로 199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22회를 맞이하고 있는 딸기 축제를 들었다. 또

한 생산 이후 단계의 산업화를 위해 2006년에는 특구로 지정받았으며, 2008년 농

식품부 예스민딸기클러스터사업을 선정받는 등 혁신기반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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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딸기가 혁신성과 확산에 성공한 요인은 네트워크 방식의 혁신성과 확산체

계이다.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가와 지자체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

성하여, 논산 농업기술센터가 다년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확립한 딸기재배 매

뉴얼을 배포하였고, 농가는 딸기재배 매뉴얼을 이용하여 고설재배 기술이 원활히 

보급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농가들의 자체 연구모임을 통해 끊임없이 고설재

배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딸기 재배 농가들은 블로그 및 SNS를 

통해 항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농가 간의 밴드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어 

수시로 서로의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2. 장수 사과

장수군은 홍로 시험재배지이면서 지역 전략품종으로 홍로 사과가 재배되면서 

차별화된 사과 산지가 되었다. 2017년 현재 장수군 사과 재배농가는 904호, 재배

면적 1,085ha, 생산량은 2만 7,800톤에 달하며, 생산액은 750억 원 규모로 추정되

고 있다. 이 중에서 홍로 재배면적은 615ha로 장수군 사과 재배면적의 56.7%에 달

하여 후지보다 높은 집중도를 보인다.

그림 5-1  장수군 사과 재배면적, 농가수 변화

단위: ha, 호

자료: 장수사과시험장 내부자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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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전국 사과 재배면적 변화

단위: ha

자료: 농업면적조사(통계청< www.kosis.kr, 최종접속일: 2019. 9. 17.>).

이러한 장수군 사과 재배면적 확대 경향은 같은 시기 전국 사과재배면적이 

1995년 5만103ha에서 2017년 3만3,601ha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성공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전국 사과재배면적은 2002년 2만6,163ha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에 재배면적을 일부 회복한 상황이다.

장수 홍로 사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꾸준히 진행한 연구개발(R&D)이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꾸준하게 추진한 장수 사

과 관련 사업도 성공 요인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예로 장수에서 추진한 사과 생산

기반사업과 사과 유통시설 사업을 들 수 있다. 1996~2001년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내에 장수사과시험포(15ha, 2억 7,500만 원)를 조성하고, 1997~2002년에는 산지

를 개간하여 과원(291.4ha)을 조성하는 데 22억 7,900만 원을 투자하고, 과원 기반

정비 및 부대시설 지원에 33억 300만 원을 투자하였다(1999~2004년). 이후 

2000~2004년에는 239ha의 과수단지를 조성하고(투자액 37억 4,400만 원), 

2006~2007년에는 과수생산시설현대화와 생산기반정비사업에 57억 9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사과 유통시설 사업도 확충했는데 1996~1998년에는 장수사과영농

조합법인 산지유통시설 건립을 위해 55억 2,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04~200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FTA기금(175억 4,600만 원)을 지원받아 장수 

거점 APC를 조성하였다.



제5장 지역 농업 혁신 확산 사례 | 75

3. 고양 접목선인장

접목선인장은 1970년대 일본에서부터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엽록소가 

없는 “비모란”과 “산취” 선인장을 삼각주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관상용으로 1940

년대에 개발되었고 1980년대까지 수출 품목으로 역할하였다. 일본에서 접목 과정

에 인력 소요가 커서 상업성을 상실하며 쇠퇴한 이후로 국내로 이전되어 일본을 

대체하여 대표적인 화훼 수출 품목이 되었다.

선인장 수출은 2000년대에 들어와 연간 25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보였으며, 

2016년 386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이다. 접목선인장 생산

국이 중국, 한국으로 한정되어 있어 규모는 작으나 상당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었다(세계 물동량의 70%로 추정). 접목선인장 생산면적은 2017년 21.1ha

로 경기도(고양시, 안성시)에 53.1%의 재배면적이 분포한다. 이외에 충북 음성, 

경북 상주 등이 접목선인장 생산지역이다.

하지만 접목선인장 수출은 “반제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낮은 부가가치 수

취 문제가 있었다. 비모란+삼각주 접목주를 포장하여 수출(약 1달러 내외)하면, 

네덜란드 화훼 유통업체가 현지 온실에서 뿌리활착과 소화분으로 상품화하여 

6~7달러 내외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와 같은 낮은 부가가치는 지역에서 접목선인

장의 혁신을 추진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접목선인장 산업화는 농가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

소(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가 혁신의 거점으로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선

인장연구소는 1998년 “아침 1호”를 비롯하여 주요한 신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

였다. 2018년까지 비모란 78품종, 산취 20품종을 개발하였으며, 2018년에도 레드

썬, 옐로우썬 등 신품종을 지속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고양 접목선인장 사례의 특이점은 산업 규모가 작은 특성으로 인해 고양시에 

집중되어 있는 선인장 재배농가, 수출 사업체, 연구소가 강한 협력 네트워크를 갖

추고 있다는 점이다. 선인장농가는 “영농조합법인 선인장연구회”로 결집하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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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다. 통상적인 진흥기관 연구회를 법인화하여 직매장 운영, 자조금 사업[화훼

임의자조금 사업 분과로 참여] 등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였다. 수출 사업체 ㈜고

덕원예무역은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선인장·다육식물 수출에 특화하여 사업을 전

개하면서, 선인장 수출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기초

로 하여 농식품부·IPET 수출연구사업단, aT 수출선도사업 등을 활용하면서 사업 

네트워킹을 강화하였다.

접목선인장 재배농가는 1990년대 후반 IMF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완제품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시도

하는 등의 도약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화훼 산업 수출·내수 전반이 침체에 빠지고 

재배 농가들도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접목선인장보다는 소비 선호가 있는 다육식

물 재배를 확대하면서 발전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에 2014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로 개칭하고, 부작목으로 연구개발이 이루

어져 왔던 다육식물로 연구 중점을 전환하였다. 최근(2019. 8. 27.) 기존 구축해 놓은 

혁신네트워크 체계를 활용하여 네덜란드 업체(더먼오렌지 Dümmen Orange社)에 

다육식물(에케베리아) 4개 품종에 대해 로열티 계약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양 접목선인장 사례는 농업혁신이 성장, 규모 확대를 지향하는 공세적인 것

일 뿐 아니라 지역농업 경영체의 활력을 유지하는 생존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

으며, 수세적인 전략에서도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

가할 수 있다.

4. 파주 장단콩

파주 장단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은 역사적으로 명성이 높았다. 1913년 장려품

종으로 지정된 “장단백목(長湍百木)”은 파주 장단지역에서 수집된 콩을 수집, 순

계, 분리하여 선발되었다. 1969년 작물시험장에서 인공교배를 통해 육성 보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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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품종인 “광교(光敎)”도 장단백목과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육우3호와의 교배

육성종이다. 1970년대 초 장단콩의 명성을 잇기 위해 장단지역에 100ha(99년 

300ha)의 재배면적을 확보하였다.

파주는 장단콩을 지역특화작목으로 하여 판매 확대 및 홍보를 위해 축제와 연

계한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태광, 장엽 등 신품종을 보급하고 메주, 간장, 두부 등

을 생산하는 가공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장단콩을 지역특산물로 정착시키기 위

한 노력을 하였다. 사업 초기 0.5ha 미만 재배농가가 80.1%였으나, 농업기술센터

의 기술지원 속에서 콩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졌다. 1997년부터 파주 장단콩을 브

랜딩한 축제를 개최하여 인지도 향상을 꾀하고, 농업인 중심 유통사업을 실행하

였다. 2006년 이후에는 지역농협을 통해 안정적 산지유통망 확보하고, 콩 공급을 

지역식당과 가업 업체와 연계하고, 장단콩 생산이력제를 실시하여 다양한 판로를 

확대하였다.

장단콩 산업은 생산, 유통, 가공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 콩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 장단콩 면적은 2000년 이후 

확대되고 있다. 생산액도 경기도 및 전국 연평균 증가율보다 2배 높은 9.2%를 유

지하고 있으며, 2000년 10억 5,000만 원에서 2014년 50억 6,000만 원으로 5배 이

상 증가하였다.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해 지역농협 및 상인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

히, 농업기술센터, 장단콩연구회, 농협 등 유통사업단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파주

장단콩’을 공동 브랜드화하고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하였다. 장단콩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파주시는 2014년부터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

하고 우수농산물관리인증(GAP)과 장단콩종합처리장(SPC)를 설치하여 유통활

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파주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가공식품 개발, ISO 9001인증, 지리적표

시 단체표장 획득, 상표등록을 통해 외식산업과 가공산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파주 장단콩 전문점을 지정하여 2014년 기준 음식점 16개소, 

가공업체 8개소가 콩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들 지정 전문점을 통해 장단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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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생산량 1,240톤 중 가공업체가 22%, 전문음식점이 8%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주시는 콩 산업 관련 “웰빙마루”를 건립하여 소비자 거점, 랜드마크로서 관

련 농촌관광 및 상품 판매, 홍보로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단콩 웰빙마

루 단지 직매장 및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한 지역 내 판매, 안테나 숍 및 숍인숍을 

통한 지역 외 판로를 개척하고, 파주, 연천, 포천을 포함하는 체험·관광 상품을 개

발하여 연계하고 있다.

5. 지역 혁신 확산체계 작동 요인

위 사례에서 살펴본 지역들은 지역농업·농촌의 주요 구성 주체들이 상호 네트

워킹을 통해 의식적·비의식적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농업기술혁신체계가 작동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농업혁신체계가 작동한 주요 원인으로 다

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지역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원천이 되는 것으로 신품종, 신사업 등이 혁

신의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혁신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농업

기술·지식에 대한 지역의 자주권(自主權)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중앙-광역의 

R&D·기술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지역의 차별성,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

응하고 있다. 최근 광역 수준에서 지역 고유 품종을 개발하는 등 자체 R&D·기술

역량의 확대와 활용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기술·지식과 인프라의 통합을 들 수 있다. 지역농업기술혁신 활동의 가동

과 지속성의 확보에서 정책 결합(기술·지식과 인프라의 통합)이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 4개 지역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의 신품종 보급, 특화품목 육성 등에 대한 

기획이 지역농업 혁신과 확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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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지자체의 재정투자는 신기술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으로 기

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책의 역할이 인프라뿐만 아

니라 전문 역량, 지역주체 네트워킹 지원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셋째, 지역혁신의 방아쇠가 되는 기술·신사업의 선도 채용자 혹은 전파자가 있

고, 이들의 리더십과 조직적인 활동이 초기 단계의 리스크를 극복하여 지역 내 확

산의 중요 역할을 담당한다. “개인”보다는 조직적 활동, 이에 참여하는 지역 주체

와 조직력의 확대가 지역농업기술혁신체계 정착의 기초가 되고 있다. 농업인·농

업경영체를 “혁신의 수용자”라는 이해에서 “혁신의 주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제 논산 딸기의 사례를 보면, 신품종 도입과 새로운 재배기술 도입에 농가조직

과 리더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노성농협 “공선출하

회” 등 농가 기초조직이 신기술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배기술에 

반영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활동이 혁신의 확산에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넷째, 지역사례에서 보면, 틈새혁신은 적절한 시장(틈새시장)으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혁신이 확산되고 성과가 도출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4개 시·군 사례의 경우 품목별로 독특한 시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성공

적인 혁신의 확산이 이루어졌다. 장수 사과는 기존 만생종과 차별화된 “추석” 명

절에 특화된 조·중생종 사과 시장, 고양 선인장은 유럽 시장에서도 틈새시장이라

고 할 수 있는 “접목선인장” 등 기존 시장에서 특화된 영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차

지하였고, 장단콩의 경우 일반적인 시장 수요가 아니라 “외식” 부문으로 연계하

여 지역 자체에서 대표적인 틈새시장을 만들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

례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틈새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 농업기술의 혁신을 통해 기성의 시장에서도 

지리, 시차 등 구별된 영역으로 파고들어 일정한 고유영역을 형성하는 형태로 전

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려

운 과정이 필요하나, 기성의 시장에서 틈새를 만들어 파고들어 가는 것은 빠른 성

과 도출과 실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혁신의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

초가 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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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대외 여건 변화에의 대응으로 새로운 혁신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 지

역농업은 혁신, 그리고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친 혁신관리를 통해 전환을 달성하

지만, 같은 시기에 대외 여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은 전환으로 완

료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혁신으로 이어져 다음의 전환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혁신이 확산되고 일정한 성과를 도출하게 되면 그대로 새로운 혁신 체계가 지속되

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의 요소가 내부에

서 준비되고 실행되어야만, 즉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져야만 지역 농업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 장수 사과의 경우, 경북 등 전국적인 사과산지에서도 홍로 재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품종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장수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은 지역 신품목으로서 토마토를 확대하고, 사과

와 토마토 등을 연계하여 레드푸드 6차산업화로 확장 등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

다. 고양 접목선인장의 경우, 수출 시장의 악화를 연접 작목인 다육식물로 확대하

여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확산되는 다육식물 내수시장에도 대응하면서 기존 

혁신의 근거였던 에케베리아, 세덤 등을 기존 수출 경로를 활용하여 네덜란드 수

출에 도전하고 있는 등 수출 노력도 다시 추가되고 있다. 논산 딸기의 경우에도 품

종의 전환만이 아니라 고설베드 시설 등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 가공 6차산업화 

생태계 구성 등 지속적인 혁신과 확산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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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지역 농업혁신체계 사례의 비교

구분 논산 딸기 장수 사과 고양 접목선인장 파주 장단콩

전경-거시환경

(Socio-

technical 

Landscape)

<공통된 농업, 농촌의 거시적 여건>

∙WTO 체제 시장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 필요성

∙ 농가소득 증대 및 다변화 요구 증대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국제적으로 종자주권이 강화되면서 품종 및 재배기술의 국산화 필요성

∙ 시설과채류 

최대산지

∙ 지역의 

딸기재배 역사성

∙ 사과재배에 유리한 

자연환경

∙ 수도권 화훼산지 

∙ 다육식물 내수소비 

증가

∙ 수출경쟁력 약화 

극복

∙ 품종의 우수성

∙ 지역의 콩재배 

역사성

사회·기술체제

 (Socio-

technical 

Regime)

<틈새혁신과 사회기술 체제의 상호관계>

∙ 4개 지역은 성공적으로 혁신을 발현한 사례들로서, 혁신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기술혁신체제

를 구성하고 있음

∙각 지역의 지역기술혁신체제가 틈새혁신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의 문제로 귀결

∙ 지역 주체가 높은 

신기술에 수용성

과 확산력을 보임

∙ 높은 주도성을 보이나, 

틈새혁신이 기존 체

제에 편입된 한계에 

직면

∙ 수출시장의 영향을 크

게 받는 낮은 주도성, 

지역 주체의 높은 수

용성으로 극복

∙ 기술의 혁신성은 높

지 않으나, 지역의 수

용성이 높음.

틈새혁신 

확산 요인

새로운 품종 및 재배기술의 도입과 보급으로 혁신을 시작하여 틈새혁신을 발현

∙딸기특구

(6차산업) 지정

∙ “예스민”브랜드 

딸기 클러스터사

업단

∙딸기 연구회 등 각

종 주민참여조직 

및 네트워크

∙ 체험활동, 관광사

업 등 활성화

∙축제 활성화

∙ 시장 수요(추석) 

선점 전략

∙ 기술 선도자의 리더

십이 발휘되고 신속한 

기술 적응

∙ 사과 묘목, 생산기반, 

유통시설 확대를 위한 

장수군의 지원사업

∙ 사과클러스터 사업단 

등을 통해 혁신체계를 

추진

∙ 품종의 약점을 보완

하기 위한 선인장연

구소의 지속적인 연

구개발 활동

∙ 생산농가, 수출업체, 

연구소가 결합된 강

소산업 협력네트워크

(생산, 상품개발, 수

출 등)

∙ 지역 콩 품종의 스토

리를 연결한 명품 브

랜드화 전략 및 다양

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

∙ 외식, 체험, 관광 등 

연계사업 추진과 공

공의 적극적인 인프

라 투자

∙축제를 바탕으로 지

역 콩 산업의 기반을 

확산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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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보급 및 혁신성과 확산 정책 및 사업

1. 농업기술 보급 및 확산 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1.1. 정치, 정책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필요성 인식과 정책 추진,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

체계 변화 등은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보급의 공적 사업 

성격으로 인한 다양화된 농업인 개개인 수요 충족의 어려움, 농업 공공연구개발

의 한계 및 농촌지도조직의 약화는 위협요인이다. 미래에는 지방 분권화를 통해 

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 참여가 확대되고, 농업 부문 공공연구개발과 지도 기

능에 대한 변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6-1  농업기술 보급 및 확산 정책 PEST 분석(정치, 정책)

기회 위협 미래 전망

∙ 다양한 주체 및 지방의 정책 참여 

요구 증가

∙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

제, 통일 등 새로운 국정의제 추진

∙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필

요성 인식과 정책 추진

∙ 농촌 지역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 농업 ODA의 확대

∙중앙정부 중심 정책 기조

∙ 농업 성장 정체 및 비중 감소, 농

촌 활력 감소로 농업·농촌 부문 국

정의제화 어려움

∙ 공적 사업 성격에 따른 개개인 수

요 충족의 어려움

∙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농촌지도조

직 통합과 지도인력 부족으로 농촌

지도조직 약화

∙ 지방 분권,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 

참여 확대

∙국정의제에서 농업·농촌의 소외 

∙첨단 농업 관련 정책,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농촌 대상 복지 및 지

원 정책 강화

∙ 공공 부문 연구개발 및 지도기능에 

대한 요구 변화

자료: 김진모 외(2016)를 참고하여 저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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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제

 혁신역량을 갖춘 농업인 증가, 농업의 경영 및 마케팅 기술 수요 증대는 기회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농업의 경영 및 마케팅 기술 수요 대한 공공연구개발 

및 지도사업의 고유 영역 축소와 농업인의 농산업기업에 대한 기술의존도 심화 및 

자본재 증가에 따른 농산업기업과의 갈등 가능성 증가는 위협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 미래에는 연구개발 및 혁신 확산의 민간 역할이 확대되고 공공 및 민간 협력 필

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책 대응 및 거버넌스에 따라서 농가와 농

산업기업의 협력 및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도 있고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표 6-2  농업기술 보급 및 확산 정책 PEST 분석(경제)

기회 위협 미래 전망

∙안전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시장 

확대

∙ 한국 농식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 증가

∙ 혁신역량을 갖춘 농업인 증가

∙ 수요 및 유통채널 다변화로 틈새

시장 확대 

∙ 농업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사업 

영역 발굴 가능

∙ 농업인 경영 및 마케팅 기술 수요 

증대

∙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산업 전반의 

ICT 융복합화, 농업의 자본재 투입 

증가로 노동생산성 증가

∙ PLS 등 강화된 농식품 안전기준

에 따른 농가부담 증가

∙ 농업 부가가치 및 농가 소득 정체

∙ 농업 자재 및 에너지 비용 증가

∙ FTA 체결 확대로 수입 농산물 증가

∙ 유통구조 변화로 시장의 경쟁 심화

∙ 농업의 경영 및 마케팅 기술 수요 

대한 공공연구개발 및 지도사업의 

고유 영역 축소

∙ 기술의존도 심화, 자본재 증가에 

따른 농산업기업과의 갈등 가능성 

증가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 및 사회

적 관심 지속 증가

∙ 신시장 및 신부가가치 창출 혁신

농가는 성장, 그 외 농가는 정체

∙국제 경쟁 심화, 국산 농산물 소비 

정체

∙ FTA로 인한 수출 시장 확대 가능

∙ 지역 특산 농산물 확대, 온라인 중

심 유통채널 다각화로 마케팅 중요

성 증가 

∙ 연구개발 및 혁신 확산의 민간 역할 

확대, 공공 및 민간 협력 필요성 증가

∙ 농가와 농산업기업의 협력 및 선

순환 구조 또는 갈등 심화 

자료: 김진모 외(2016)를 참고하여 저자 수정.

1.3. 사회, 환경

혁신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 계층의 등장,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수요 증가는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생산인력의 부족, 농가 경제의 양

극화 심화, 기후변화·재해·가축전염병 등 도전과제 심화는 위협요인이다. 미래에



제6장 농업기술 보급 및 혁신성과 확산 정책 및 사업 | 87

는 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농업생산활동 정체, ICT 융복합 및 자본 투입 증가가 진

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신규 인력 진입이 부족할 수 있다. 반면, 교육,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확대 등을 통한 젊은 인력 진입 확대로 농업 혁신성장의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한편, 기후변화, 재해, 가축전염병, 환경의 영향력과 관심 증가로 공공

정책 및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6-3  농업기술 보급 및 확산 정책 PEST 분석(사회, 환경)

기회 위협 미래 전망

∙ 건강수명 증가, 삶의 질 중시

∙ 혁신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 계

층의 등장

∙ 농업, 농촌 다원적(공익적) 기능

에 대한 수요 증가

∙ 농촌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인한 농촌

사회 활력 증진 가능

∙ 환경친화형 농업 생산, 친환경 농

산물에 대한 관심 증대

∙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 

∙ 농업·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감

소, 농촌 인구 과소화 지역 증가 

∙젊은 생산인력 부족

∙ 농가 경제의 양극화 심화

∙ 귀농, 귀촌 증가에 따른 농촌사회 

갈등

∙ 기후변화, 재해 도전과제 심화

∙ 가축전염병 등 리스크 증가

∙ 물, 공기 등 생활환경 민감도 증가

∙ 고령친화산업 확대

∙ 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농업생산활

동 정체, ICT 융복합 및 자본 투입 

증가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신

규 인력 진입 미흡/교육을 통한 젊

은 인력 진입으로 농업 혁신성장 가

능

∙ 농가 소득 양극화 및 농가 분화 심화

∙ 농촌 지역 간 인구 차 확대

∙ 농촌정책이 삶의 질 향상 성패 좌우

∙ 기후변화, 재해, 가축전염병, 환경

의 영향력과 관심 증가, 공공정책 

및 기술개발의 중요성 증대

자료: 김진모 외(2016)를 참고하여 저자 수정.

1.4. 기술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 확대, 농업인의 기술정보 접근성 확대, R&D 연계 비

즈니스 모델 개발 촉진 등은 기회요인이다.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해 농업생산, 공

공 부문 기술대응 체제의 불확실성 증대, 농업인 간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는 

위협요인이다. 스마트 농업의 영향력은 다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도 농업인 소

득 및 경제력이 향상될 수 있으나, 농가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으며, 첨단 농업의 

제한성으로 전체 농업인의 삶과는 무관할 수 있다. 한편, 선도형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생태계가 중요해질 것이며, 농산업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투자 확대

가 농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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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농업기술 보급 및 확산 정책 PEST 분석(기술)

기회 위협 미래 전망

∙ 실감형 가상증강현실, 자율주

행자동차, 유전자치료 등 혁신

기술 확산

∙ 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 확대

∙ 기후변화 대응 지능형 농업 보편화

∙ 농업인의 기술정보 접근성 확대

∙ R&D 연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촉진

∙ 생명공학과 유전정보에 기반

한 국가 신성장동력 가능성

∙ 기계 대체 일자리의 급속한 감소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해 농업생산, 공

공 부문 기술대응 체제의 불확실성 증대

∙개별화 교육의 어려움 및 현장상황 미

반영으로 인한 지도사업의 현장 중심 교

육 요구 증대

∙ 농업기술 고도화에 따른 지도직 전문성 

미흡

∙ 농업인 간 첨단기술 수용의 격차 확대

∙저성장 시대 민간기업의 R&D 투자 여

건 악화

∙ 연구자, 기업, 국민 등 수요자별 차별

화된 연구개발 정책 대응 미흡 

∙ 나고야의정서 발동, 유전자원 확보경쟁

∙창의력, 다양성 등 기계와 차별

화된 인간 고유의 역량 중시

∙ 농업 관련 기술 수준의 지속적 

발전으로 생산성 증대, 농업 생육 

조건의 한계 감소

∙ 스마트 농업의 영향력은 다양(선도 

농업인 소득 및 경제력 향상/농가 

부채 증가/첨단 농업의 제한성으

로 전체 농업인의 삶과 무관)

∙ 선도형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생태계 중요 

∙ 농산업기업의 R&D 역량강화 및 

투자 확대가 농업성장 견인

∙바이오경제시대 도래 

자료: 김진모 외(2016)를 참고하여 저자 수정.

김진모 외(2016: 77-79)는 외부환경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농업인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민간과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지도·

교육사업의 영역을 구분한다. 둘째, 농업인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실

시한다. 셋째, 생산기술 외에 농업경영에 대한 농업인의 기술 교육을 강화한다. 넷

째,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에 대한 농업인 기술 교육 및 지도를 활성화한다. 다섯

째, 새로 유입된 농업 인력에 대한 농촌 정착 및 사회화를 지원한다.

2. 농업기술 보급 및 확산 조직의 내부 현황과 발전 방향7)

농촌지도기관의 주요 고객은 전업농으로 주요 고객에 대한 타깃 설정 및 전략

이 미흡하여 관련 정책이 요구된다. 농협 등 유관 기관은 경쟁기관이자 협력기관

이라는 인식이 혼재하여 상황에 따른 차별화 또는 협력 방안이 요구된다. 농촌진

흥기관 내부적으로는 민간의 지도역량이 강화될수록 공공의 역할 축소를 우려하

7) 김진모 외(2016)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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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 장려 등을 통해 농촌진흥기관 내부의 지도역량을 강화하

고, 다양화, 고도화된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사업 추진을 다변화해야 한다. 

그 밖에 조직 내에서의 연구와 지도 간의 연계, 지도·교육의 성과 확산을 위한 홍

보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되었다.

농촌지도조직이 추구해야 할 발전 방향을 ‘농업·농촌개발 사업 확대’, ‘성과 중

심 조직 및 제도 개편’, ‘내부 협력체계 정비 및 외부 파트너십 주도’, ‘농촌지도 기

반 역량 강화’, ‘농촌지도직 공무원 전문성 제고’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발전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과제를 발전 방향별로 3~4개 제시하였다. 

발전 방향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농촌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클러스터화 외에도 농촌지도·교육훈련 사업의 컨설팅 유료화, 성과 홍보, 농촌진

흥청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한다. 둘째, 농촌진흥청의 지도 조직 개편, 농촌지도·교

육훈련 사업의 성과 체계 개편, 예산 확보 및 분배 구조 확립,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편이다. 셋째, 농촌지도·교육훈련 사업의 이해관계자 간, 농촌진흥청

의 내부 조직 간, 청-원-센터 간, 대학 및 외국의 농촌지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지도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체계 운영, 온라인 수행지

원체계 활용, 농촌지도법 연구, 전문지도연구회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

로 농촌지도직 공문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 농촌지도직부터 은퇴 농촌

지도사까지 육성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19개 추진과제를 요약하면, 농촌지도·교육훈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들

이 강조되며 이를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내부·외부적인 공조 체계

를 구축하고 조직, 예산, 인사, 평가 등 내부 혁신과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집중 관

리,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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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미래 농촌지도·교육훈련 사업의 발전 방향과 추진과제

발전 방향 추진과제

농업·농촌개발 사업 확대

농촌 분야 농촌지도·교육훈련 사업 주도권 확보

농업·농촌 개발 사업 클러스터화 추진

농촌지도·교육훈련 사업 성과에 대한 효과적 홍보

농촌지도·교육훈련 사업 유료 컨설팅 추진

성과 중심 조직 및 제도 개편

농촌지원국 및 기술지원과 구조 개편

농촌지도·교육훈련 사업 성과 체계 개편

농촌지도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

농촌지도·교육훈련 사업 예산 분배 구조 확립

내부 협력체계 정비 및 외부 파트너십 주도

농촌지도·교육훈련 사업 이해관계자(선도농, 민간조직, 은퇴 지도

인력)와의 협력체계 구축

농촌진흥청 내 지도-연구-기술지원과(팀) 간 협력체계 구축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대학 및 외국 농촌지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농촌지도 기반 역량 강화

농업·농촌 정보체계 운영

EPSS(온라인 수행지원체계) 활용

효율적 농촌지도 컨설팅 방법 연구

전문지도연구회 역량 강화

농촌지도직 공무원 전문성 제고

신규 농촌지도직 공무원 확보 및 육성

농촌지도직 공무원 사업 기획 및 수행 전문성 강화

은퇴 농촌지도사 관리

자료: 김진모 외(2016: 215).

3. 농업기술 보급 및 확산 관련 정부사업

3.1.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5년 단위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법률

에서 정의하는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이다.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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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진흥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도와 교육훈련 등 2개 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과 교육훈련

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6-6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정의

항목 업무

농촌지도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라.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사. 그 밖에 농촌 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교육훈련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

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나.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다. 농업 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라.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자료: 「농촌진흥법」 제2조.

제2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서는 농촌지도 분야를 농업, 농촌, 식품·융복

합, 농업인으로 나누고, 분야별로 기술 지도와 보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농업 분

야는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친환경·지역순환농업 등 안정적 먹

거리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확산을 중시한다. 농촌 분야는 지역자원 활용, 경영

다각화, 지역생협 구축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추진한다. 식품·융복합 분야는 소비

자 식생활 교육, 도농 연계, 지역 단위 먹거리 전략 수립으로 농식품의 가치를 증대

하고자 한다. 농업인 분야는 청년 농업인 육성 및 품목별 유통 조직화를 통해 농업

인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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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농촌지도사업의 사업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사업목표 중점 추진과제

안전 안심 기술로 국민에게 안정적 먹거리 제공(농업)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객 현장 정책만족 기술보급

∙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

∙국민생활 소비 맞춤형 친환경 지역순환농업 강화

농촌자원의 융복합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농촌)

∙ 지역자원 활용 융복합 클러스터 육성

∙ 농가 공동체 경영다각화와 치유농업 지원

∙ 지역 생활협동 경제망 구축으로 농촌 활력증진

소비연계 비용절감 식품기술 확산으로 농산물 가치 

증대(농식품)

∙ 우리농산물 활용 바른 식생활 실천

∙ 지역소비형 6차 연계 가공식품 확대 및 도농상생 활성화

∙ 지속가능한 먹거리정책 종합지원 플랫폼 운영

미래대응 혁신역량 강화로 경영개선 및 품목조직 

활성화(농업인)

∙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및 학습단체 육성

∙ 소득안정 경영개선 지원 및 품목농업인 유통 조직화

자료: 제2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2018-2022(농촌진흥청 2018: 37).

교육훈련사업은 교육훈련의 대상을 농업인, 공무원, 소비자, 국민으로 삼고 있

으며, 농업·농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보급의 신속한 확산을 추구한다. 특

히,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교육 수요와 관련하여 수요자 맞춤식 교육을 강화하고

자 한다.

표 6-8  교육훈련사업의 사업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사업목표 중점 추진과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기반 공무원 교육

∙ 품목별 분야별 기술지도 전문역량 개발

∙ 고객요구 문제해결 직무역량 개발

∙ 전략적 융복합 기술개발 연구리더 양성

∙ 실천학습공동체 기반 농업과학 학습문화 확산

소득연계 기술경영 역량 농업인 교육

∙ 지역별 특화품목별 최고기술 수준 농업인대학 운영

∙ 농업기술 애로 및 현안대응 상설 품목교육 강화

∙ 지역농업 신활력 일자리 창출 신규 농업인 양성

∙ 농업 농촌 다양성 친농업 신수요자 교육 강화

스마트 농업기술 및 안전 농업기반 농업기계 교육

∙ 무인화, 자동화, 첨단화, 지능형 농작업 스마트교육 추진

∙ ICT 농업기술 융합 밭농업 기계교육 강화

∙ 농작업 효율적 기계 활용 및 농업기계 안전 이용 교육

상호 작용적 자기주도학습 기반 교육서비스

∙ e-HRD 시스템 지원 고객요구 맞춤형 역량개발

∙편의성과 즉시성 기반 일터학습 e-러닝 강화

∙ 고객공감 쾌적한 온․오프라인 학습환경 기반조성

자료: 제2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2018-2022(농촌진흥청 201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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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촌진흥사업 조직과 추진체계

3.2.1. 우리나라 농촌지도 조직의 발전 과정8)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 체제는 다음과 같이 발전하였다. 1947년 12월 미국 

군정청은 「농업기술교육령」을 제정하여 대학교육(국립농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농촌지도사업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농사개량원을 설치하였다. 농사개량

원 밑에 국립농과대학, 국립농사시험장, 국립농사교도국을 두고 농사교도사업 체

계를 일원화하고자 하였다.

1948년 정부를 수립한 이후 농과대학을 문교부(현 교육부)로 이관하고, 1949년 

1월 농업기술원 직제를 제정하여 농사개량원을 농업기술원으로 개편하였다. 이

때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농업기술원과 도 농업기술원을 두

었다. 이들 기관의 밑에 시험부와 기술교도부를 설치하였으나, 한국전쟁이 발발

하면서 기술교도사업은 지지부진해졌다.

농림부는 농업기술원 설치와 별도로 농촌지도국을 설치하고 내부 행정계통

(도, 시·군, 읍·면)을 통한 농업교도체계를 마련하여 농사지도사업을 이원화하였

다. 그러나 당시에 농협의 전신인 대한금융조합, 농조의 전신인 수리조합 등 민간

에서도 농사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농업지도체제는 다원화

된 상태였다.

1957년 2월 「농사교도법」을 제정하고, 1957년 6월 농사원 직제를 제정하여 중

앙농업기술원과 도 농업기술원을 농림부와 분리된 외청 성격의 중앙농사원과 도 

농사원으로 개편하였다. 「농사교도법」에 의거하여 농사시험연구사업과 농사지

도사업을 농사교도사업으로 통합하고, 지방 농촌지도기구를 국가체계로 일원화

하여 연구공무원, 교도공무원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1962년 정부는 「농촌진흥법」을 제정하여 농림부의 외청인 농촌진흥청을 설치

8) 윤여학(1998), 농촌진흥청(2015)을 참고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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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농촌진흥청을 유일한 농촌지도기관으로 지정하여 농협, 수리조합, 지역사

회개발기구 등에서 추진하던 농촌지도사업을 일원화하였다. 1995년 12월 「농촌

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방 농촌진흥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였다. 1997년

에는 지방 농촌진흥기관 소속 연구·지도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

었다. 1998년에는 지방 농촌진흥기구의 명칭을 변경하여 도 농촌진흥원은 농업기

술원으로, 시·군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바꾸었다.

표 6-9  우리나라 농촌진흥기구의 발전 과정

기구 기간 특징

농사개량원
1947. 12.~1948. 12.

(1년)

� 미국식 대학 외연교육형 체계 도입

- 농과대학 + 시험장 + 교도국

- 도 및 군 기구를 지방행정과 분리

� 인력, 예산 등 여건불비로 성과 없이 개편

농업기술원
1949. 1.~1956. 2.

(7년)

� 정부 수립 후 농과대학을 문교부로 이관

� 6·25 동란으로 지도사업 부진

중앙농업기술원
1956. 3.~1957. 5.

(1년)

� 6·25 동란 후 농촌재건이 시급, 교도사업 재개

- 지방농촌지도기구를 행정에 통합(강력한 농사행정 지원)

� 교도사업의 이원화: 농업기술원과 농림부 농촌지도국

농사원
1957. 6.~1962. 3.

(5년)

�Macy 보고서를 기초로 농사교도법 제정

- 지방기구를 행정과 분리 국가체계로 일원화

�훈련된 전문인력 확보 - 상향식의 교육적 지도활동 전개

농촌진흥청
1962. 4.~현재

(50년~)

� ’62. 4. ∼’96. 12.: 지도사업의 중앙집권 시기

- 농촌개발에 관련된 유사기능의 통합

∙ 농진청을 유일한 농촌지도기관으로 지정

- 지방기구를 자치단체의 장 소속 외청 기관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사업화

-읍면지소의 지도소로의 통폐합

<’97. 1. 1.>: 지도사업의 지방 분권화 시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도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6,696명), 국

가직 (179명)

� 지방농촌진흥기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98. 8. 31.: 1단계 구조조정 >

� 지방농촌진흥기구 명칭 변경

- 도 농촌진흥원 ⇒ 농업기술원

- 시군 농촌지도소 ⇒ 농업기술센터

<’99. 6. 12.: 지방기구 2단계 구조조정>

자료: 2015년도 농촌지도사업 편람(농촌진흥청 201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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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지도 추진체계

1962년 「농촌진흥법」 제정에 따른 농촌진흥청 설립 이래로 우리나라의 농촌지

도 추진체계는 <그림 6-1>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

인 농촌진흥청, 도지사 소속기관이 농업기술원, 시·군 지자체장 소속기관인 농업

기술센터(읍·면 농업인상담소)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지방에 농업기술원 9개소, 지역특화작목시험장 44개소, 

특·광역시를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156센터, 농업인상담소 및 지구지소 610개소

가 있다(13개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미설치됨). 중앙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촌

지원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속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

를 맺고 있다. 농촌진흥청을 정점으로 중앙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농업기술을 지

역의 농촌 현장에 보급하는 구조이다(<그림 6-2>, <그림 6-3> 참조).

그림 6-1  농촌진흥사업 조직도(2017년 12월 31일 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9)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8)

지역특화작목시험장(44)

시·군 농업기술센터(148)

농업인상담소 및

지구지소(610)

소속기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자농업연구소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출장소(춘천, 철원, 영덕, 상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소(온난화대응농업, 시설원

예, 사과, 배, 감귤)
남해출장소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연구소(한우, 가금, 난지축산)

자료: 농촌진흥청(2017: 731). 『2017 농촌지도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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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농촌진흥사업 추진체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국제협력

공동연구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제연구기관

연구, 기술보급·교육
농업기술원(9)
농업기술센터(156)

실용화·산업화 기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책 협력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업인·농산업체

자료: 제2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농촌진흥청 2018: 7)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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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농촌진흥청의 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개념도

농

업

연

구

개

발

및

성

과

활

용

연구
ATIS

(성과등록)<과제관리등록>

문서화

(보고서)

RDA

홈페이지D/B화

활용성

검토

D/B화

현장

보급

법제

개선

권리

확보

연구

선점

심의회 심의회 심의회

영농

활용

정책

제안
특허 등

논문 기초통계 

원천기술
실용화

재단

기

술

보

급

신규과제

공모

관계

부서

기술

이전

학회(지) 타 연

구자 후속연구

패키지화,

사전검토
사업체

경제성

분석

(AHP)
서류심사

발표평가

심의회

신기술

보급사업

영농활용

(표준영농교본)

보급·확산

(지방농촌진흥기관)

자료: 농촌진흥청 내부자료(농촌진흥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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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1차 농촌진흥사업의 투자실적 및 제2차 농촌진흥사업의 

투자계획

제1차 농촌진흥사업에 따른 2013~2017년까지의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5년간 

총 3조 2,162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이 각각 

7,001억 원(21.8%), 694억 원(2.2%)으로 전체 투자액 대비 약 23.9%를 차지하였

다. 반면에 전체 투자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은 매년 72% 이상으로 농촌진흥사

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6-10  제1차 농촌진흥사업 투자실적(2013~2017)

단위: 억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연구개발
4,353 4,599 4,763 4,870 4,890 23,475

(72.6) (74.2) (73.3) (72.4) (72.5) (73.0)

농촌지도
1,326 1,267 1,403 1,513 1,492 7,001

(22.1) (20.4) (21.6) (22.5) (22.1) (21.8)

교육훈련
137 137 141 136 143 694

(2.3) (2.2) (2.2) (2.0) (2.1) (2.2)

국제협력
178 193 195 203 223 992

(3.0) (3.1) (3.0) (3.0) (3.3) (3.1)

합계
5,994 6,196 6,502 6,722 6,748 32,162

(100) (100) (100) (100) (100) (100)

주: 기관운영비를 제외한 순사업비만을 계상함.

자료: 제2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2018~2022(농촌진흥청 2018: 10).

제2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총 3조 9,911억 원

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이 각각 8,980억 원

(22.5%), 794억 원(2.0%)으로 전체 투자액 대비 약 24.5%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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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1  제2차 농촌진흥사업 투자계획(2018~2022)

단위: 억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구개발
5,014 5,326 5,653 6,050 6,469 28,512

(72.5) (71.3) (70.5) (70.9) (72.1) (71.4)

농촌지도
1,522 1,691 1,851 1,956 1,960 8,980

(22.0) (22.6) (23.1) (22.9) (21.9) (22.5)

교육훈련
141 146 158 168 181 794

(2.0) (2.0) (2.0) (2.0) (2.0) (2.0)

국제협력
243 312 356 357 357 1,625

(3.5) (4.2) (4.4) (4.2) (4.0) (4.1)

합계
6,920 7,475 8,018 8,531 8,967 39,911

(100) (100) (100) (100) (100) (100)

주: 기관운영비를 제외한 순사업비만을 계상함.

자료: 제2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2018~2022(농촌진흥청 2018: 40).

3.4.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마이스터(전문농업경영인) 지정

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지정분야의 세부품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을 갖춘 농업인을 농업마이스터(전문농업경영인)로 선발하여 다른 농업인에게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5개 분야에 34개 품목이 지

정되어 있는데, 식량작물 2품목, 원예작물 19품목, 특용작물 4품목, 축산 6품목, 

친환경 3품목이다. 분야별 품목을 살펴보면, 식량작물은 수도작과 전작으로, 원예

작물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아열대과수, 참다래, 딸기, 파프리카, 조

미채소, 시설채소, 화훼, 토마토, 베리류, 참외, 멜론, 고추, 매실로 구성되어 있다. 

특용작물은 인삼, 버섯, 조경수, 약용작물으로, 축산은 한우, 양돈, 양계, 흑염소, 

낙농, 한우가공·유통으로, 친환경은 경종, 과수, 채소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마이스터(전문농업경영인)로 지정된 농업인은 현장실습교수, 후계농업인

력에 대한 멘토, 영농기술 자문·평가위원, 농업경영컨설턴트 및 학습조력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강사비와 전문교육 연수비를 지원받는다. 품목별 전문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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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창업 컨설팅 제공하는데, 농업인, 1~3년차 귀농·귀촌인, 귀농·귀촌 희망자

를 대상으로 품목별 컨설팅, 농산업 분야 취·창업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후계농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후계농업경영인 중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도제 방식의 실습교육을 통해 핵심 농업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한다. 현장문제해결형 멘토링의 경우, 청년농업인, 승계농업인 및 농업인을 대

상으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분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요건은 영농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기술 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이며, 2년에 한 번씩 3단계 검증 절차(1차 필기시험, 2차 역량평

가, 3차 현장심사)를 걸쳐 선발한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인원은 2012년 102명, 2014년 45명, 2016년 33명 등 3회까

지 총 180명이 지정되었으며, 사망 등으로 인해 현재 지정자는 177명이다. 지역별

로는 경기 20명, 강원 18명, 충북 12명, 충남 16명, 경북 35명, 경남 22명, 전북 18

명, 전남 24명, 제주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마이스터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 농업마이스터(전문농업경영인) 지정제도 관련 업무를 위탁

받아 시행한다.

관계자 면담 결과,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공공지도사업의 농업마이스터 활용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 2년 사이에 농업마이스터를 농업인 기술 및 영농 지도ㆍ교육 

전문 강사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민간 부문 협력의 중

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3.5.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지식농업인 선발제도9)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르면 신지식농업을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

9) 농업마이스터는 농업생산 분야에 전문기술을 갖춘 농업인을 주로 선발하는 반면, 신지식농업인은 농

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 가공, 저장 등의 선도기술을 갖춘 농업인까지 포함하여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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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통해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개발·개선하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신지식농업을 주도할 신지식농업인을 선발·육성하

기 위해 관련 제도를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발 기준에 따르면 신지식농업

인은 농업 분야에서 창의성, 실천성, 가치창출성, 자질 등이 뛰어나야 한다. 또한 

신지식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산업체는 관할 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

아야 한다.

1997년 7월에 “21세기 신지식농업인화 방안 및 교육훈련연구”를 시작하였으

며, 2001년 4월에 지식농업인 개념 정립 등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를 설립하였으며, 2003년

에 “신지식농업인 포털사이트(www.farmig.com)”를 구축하였다. 2005년 7월에 

“신지식농업인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비농업인과 농업인의 신지식인화를 위한 

“신지식농업인 농장현장체험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된 농업인 또는 농산업체는 새로운 농업지식을 창조하

고 전파하고 공유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끌 뿐 아

니라 다른 농업인을 신지식농업으로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신

지식농업인이 명예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지식농업의 확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신지식농업인 선정 현황은 1999년 78명, 2000년 13명, 2001년 26명, 

2002년 15명, 2003년 17명, 2004년 24명, 2005년 21명, 2006년 24명, 2007년 23

명, 2008년 31명, 2009년 22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2012년 20명, 2013년 21

명, 2014년 13명, 2015년 10명, 2016년 20명, 2017년 18명, 2018년 16명이다. 작목

별 신지식농업인 선정 현황은 경종 21명, 과수 52명, 채소 52명, 특작 58명, 화훼 

43명, 축산 75명, 가공 및 기타 1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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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기술보급 및 농업인교육 
사업

4.1. 현장실습교육(Work Place Learning: WPL)

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농업계학생, 농고교사, 농

업인으로 맞춤형 현장교육을 통해 영농현장에 적용 가능한 선진 영농기술 전수를 

목표로 한다.

전국 123개 현장실습교육장에서 농업, 축산, 기타 분야의 48개 품목에 대한 교

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현장실습교육장별 자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생산, 판

매 등 작기 전체에 대한 품목별 영농기술을 교육한다. 교육생에게는 강의비, 숙박

비, 실습재료비, 교재비, 식비, 다과비 등을 지원한다.

현장실습교육장은 전국대표실습장 10개소와 지역품목실습장 113개소로 구성

되어 있다. 전국대표실습장은 교육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상시 실습장이며, 지

역품목실습장은 선도농가의 기술노하우 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농가 단위의 품목 

실습장이다.

48개 품목에는 단감, 감귤, 매실, 블루베리, 버섯, 새싹, 토마토, 시설채소, 원예, 

곤충, 말, 한우, 양돈, 전통장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 범위는 생산에 품목별 재배환경 조성, 파종, 수확, 병해충 관리 등 판매에 

가공, 제조, 유통, 홍보전략, 기타에 농작업 안전교육, PLS교육, 6차산업, ICT접

목, 경영마인드 교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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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2  현장실습교육 세부 분야

지정분야 세부분야

농업
수도작(쌀), 특작(버섯, 인삼), 채소(고추, 딸기, 산딸기, 새싹, 시설채소, 미나리, 오이, 참외, 친환경채

소, 토마토, 파프리카), 과수(감귤, 단감, 묘목, 매실, 블루베리, 배, 사과, 참다래, 포도), 화훼 등

축산 낙농, 양돈, 한우, 말, 흑염소, 곤충, 양봉 등

기타
ICT첨단기술, 6차산업(농식품가공, 알로에, 염색 및 농촌관광, 오미자, 와인, 식초, 장아찌, 전통장류, 

토마토, 한과), 친환경자재 등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 지원 사업 소개(https://www.epis.or.kr/community/show.do? 

boardId=youngfarmer&page=1&pageSize=10&keyword=&column=&menuNo=1000000058

&seq=83299: 2019. 10. 10.).

2019년 현장실습교육 예산은 18억 9,000만 원이다. 지원 비율은 농업인의 경우 교육비

의 70%를 지원(자부담 30%)하며, 청년농업인 80%, 농업계 학생 및 농고교사 100%이다.

4.2. 첨단기술공동실습장을 활용한 ICT첨단기술교육

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농업계학생, 농고교사, 농

업인, 농업경영컨설턴트로 11개 첨단기술공동실습장에서 시설원예 및 양돈 분야

의 ICT 융복합 기술을 교육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첨단기술공동실습장 11개소는 원예 분야에 전북JATC, 경남JATC, 전남대학

교, 한국농수산대학, 농업회사법인원스베리(주), 순천대학교, 봄춘농장, 연암대학

교, THEHOUSE아침에딸기, 남원모던영농조합법인이 있으며, 양돈 분야에 연암

대학교가 있다.

교육 내용에는 첨단 시설의 기본구조, 스마트팜 ICT 기술의 접목, 재배 및 사육 

기술, 환경제어, 데이터 분석 등을 포함한다. 첨단기술공동실습장에서 자체 개발

한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교육하며, 교육과정당 4~40시간의 교육시간과 5~20명의 

교육인원이 배정된다. 실습 비율은 70% 이상이다.

2019년 현장실습교육 예산은 10억 2,000만 원이다. 첨단기술공동실습장에 교

육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농업인과 농업경영컨설턴트의 경우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청년농업인 80%, 농업계 학생 및 농고교사 10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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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귀농닥터

귀농선배 및 분야별 전문가를 귀농·귀촌(희망)자와 연결하여 귀농 초기에 발생

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촌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지원 대상이며, 귀농닥터는 5년차 이상 귀농선

배, 분야별 현장전문 활동가 중 지자체 추천 선도농업인, 조건을 갖춘 귀농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WPL현장지도교수 등이다.

귀농닥터는 자신의 농장이나 기관에서 교육생 1인당 2~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

며, 귀농닥터가 보유한 영농기술 및 경영노하우 등을 중심으로 자문한다. 1인당 

교육생 인원이 5명이며, 교육생 1인당 5회까지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 1회당 10만 

원의 자문수당을 귀농닥터에게 지원한다.

2019년 1월부터 귀농닥터 제도를 운영하여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5. 농협의 기술보급 및 농업인교육 사업

농협의 주요한 사업 부문은 크게 교육지원 부문, 경제 부문, 금융 부문으로 구분

된다. 2017년에 농협의 경제사업이 농협 경제지주로 분리되면서 농협중앙회는 상

호금융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비사업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

다(황의식 외 2015: 2). 농협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농기술 교육을 담

당한다. 교육지원사업비의 재원은 농협중앙회의 계열사인 17개의 경제지주회사, 

8개의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명칭사용료로 충당한다(황의식 외 2015: 41).

전국의 1,118개 지역농(축)협·품목농(축)협·인삼협(이하, 지역농협 등)에서 매

년 자체적으로 병해충 방제, 토양 및 시비 관리, 품목별 재배기술 등 조합원 교육 

계획을 세우고 실시한다. 주로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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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등의 영농기술 교육과 연계한다. 또한 농업기술원이나 품목연구소의 전

문 강사, 농업마이스터 자격이 있는 선도농가를 초빙하여 조합원 교육과 연계하

는 지역농협 등도 있으며, 자체적으로 정규직 및 계약직 영농지도사를 채용하는 

등 지도인력을 보유하기도 한다.

농협의 농업인교육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영농기술 지도보다는 농

산물 유통 지도에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다. 전남 나주시의 나주배원예농협은 배 

재배기술 지도에 전문화하여 배 재배농가 교육에 특화한 사례이다. 현재 3명의 원

예지도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나주배원예농협 지도과에서 거의 모든 조합원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현장교육의 경우 100%). 연구 결과가 필요할 때에는 근거리에 

위치한 배연구소의 전문 강사를 초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전문농협이 아닌 이상 지역농협 등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기 때문에 전문

적인 지도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농지도는 농협

의 많은 사업들 가운데 하나이고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지원사업의 일부로써 지역농협 등에서 재량으로 시행하는 농업인 교육 외

에도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도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역

농협 등의 교육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산하 교육원을 통해 조

합원 대상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일례로 농협중앙회는 매년 지도사업 우수 

농협을 선정하여 지도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때, 지도사업은 영농지도 외에

도 영농복지 등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이다.

농협은 교육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인재개발원 외에도 농협중앙회 산하에 총 8

개의 교육원을 두고 있다. 이 중 농협안성교육원, 농협창녕교육원, 경주환경농업

교육원 3곳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안성교육원은 1981년 개원 이래 1983년부터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교육과정은 농업인 교육과 직원 교육으로 나누어지며, 농업인 교육은 전문농

업기술 교육과 주산지 현장영농기술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농협 교육원 중에서 

농협안성교육원이 영농기술 교육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전문농업기술 



106 |

교육은 품목별 5년 이상 재배경력을 가진 농업인을 대상으로 1년에 10여 개 품목

에 대해 1박 2일 동안 교육원 입교를 통한 집체 교육을 실시한다. 주산지현장 영농

기술 교육은 지역의 경영 우수 농가를 방문하여 하루 또는 1박 2일 동안 교육을 실

시한다. 1년에 15~20회 정도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농협창녕교육원은 조합원 대상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농협의 대의원, 

이사, 감사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가치, 대의원·이사·감사의 역할 등 농협의 

이념 교육을 실시해 왔다. 2018년부터는 조합원 대상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농협안성교육원의 사례처럼 전문농업기술 교육과 주산지현장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농업기술 교육은 1박 2일 교육 과정으로 1년에 5회 정도 실시

하며, 1회 교육생은 약 50명 정도이다. 주산지현장 영농기술 교육은 횟수당 

50~100명씩 1년에 10회 정도 실시한다. 2019년에 농협창녕교육원장은 농업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주산지현장 영농기술 교육을 확대하기로 밝힌 바 있다(전남일보 

2019. 2. 25.).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은 친환경농업기술을 전문적으로 하며, 그 밖에도 교

육공무원 대상 위탁 교육, 귀농인 대상 위탁 교육, 청년농업인 교육 등을 실시한

다. 병해충 방제, 친환경 토양 관리, 로컬푸드 등에 대해 교육하는 친환경농업 인

증 과정을 1박 2일 동안 운영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2016년에 개원한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는 영농기술보다는 농가

의 융복합농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농협의 조합원 대상 교육기관이다. 농산

물 생산만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농산물 가공, 유통, 판

매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융복합농업 교육, 청년농 교육, 

농가 컨설팅, 귀농·귀촌 교육 등이다. 농협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융복합 교육은 실

시하지 않고 있으며, 영농기술 관련 문의는 관련 기관을 알선해 준다.



제6장 농업기술 보급 및 혁신성과 확산 정책 및 사업 | 107

6. 시사점

농촌지도사업의 최종 목적은 농업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

다. 우리나라의 농업 연구와 지도 사업은 시기별로 당시 시대의 요구에 따라 식량 

증산을 위해 단위생산량을 늘리거나 영농 규모화에 적합한 기계와 관개시설을 도

입하고 또는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이 강조되면서 유기농업과 친환경농업기술을 

연구하고 확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농촌지도조직은 다른 분야의 행정조직과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며 

공공 부문에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왔다. 비록 1997년 지

방화 이후 지방 농촌지도사업의 주체인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축소되었다는 비

판이 있지만, 농업 관련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한다는 농촌지도사업 본연의 업무

를 엄연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62년에 농촌진흥기관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사업

을 일원화하였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농업행정

기관과 농협, 각종 농업인 단체 등 민간조직에서 다양한 농업인 기술교육을 실시

하며 사실상 다원화된 기술보급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개별 기관 또는 조직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교육 목적에 따라 귀농인 정착, 첨단

기술 접목, 영농 현장 문제 해결, 융복합농업(6차산업화) 등 접근 방식이 다양하

다. 한편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업인과 전문가, 또는 농업인 사이의 정보 교류 및 확산에 영향을 주

고 있다. 농업인, 농업행정기관, 민간조직 등 여러 주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기술 확산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주체들의 다양해진 수요와 사업 방식을 

이해하고 기존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여 상호 연결성을 긴밀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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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1. 일본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10)

1.1. 일본의 농업보급 체계 개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농업기술 지도·보급’이란 용어에 대응하는 일본

용어는 ‘농업보급’이다.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 지

식과 기술을 습득하거나 궁리를 거듭해 스스로 경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어야 

하나 개별농업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다. 따라서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학습 및 보급촉진을 행정조직이나 민간조직이 담당하여 농업인 개

개인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일본에서는 “농업보급(Agricultural 

Extention)”이라 칭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보급 주체는 크게 정부와 농업단체,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

의 경우 농업개량조장법(1948년 법률 제165호)에 의해 도도부현이 농림수산성과 

협력하여 농업에 관한 보급사업을 조장하고 있는 바 ‘농업개량보급사업’이 정부

가 진행하는 농업보급사업의 명칭이다. 농업개량보급사업의 경우 내용과 형식이 

1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최정남) 위탁원고와 일본현지출장 내용을 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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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변화과정을 거쳤으며 오늘날에는 ‘협동농업보급사업’으로 불리고 있

다. 협동농업보급사업은 시험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기술 성과를 현장에 맞는 형

태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가와 도도부현과 협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협동농업

보급사업이라고 불린다. 기본적인 역할은 시험연구기관과 농업인과의 가교 역할

이라 볼 수 있다.

농업단체의 보급사업은 농협의 영농지도사업, 농업회의의 경영지도사업, 축산

협회의 축산지도사업이 대표적이다. 민간보급사업은 전국농업경영컨설팅협의회

와 같은 민간 컨설팅업체들에 의해 행해지는 보급사업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협동농업보급사업’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공적농업보급시스템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이후 내용은 니가타 대학 자연과학연구과 우에다 켄에츠의 박사학위 논

문 ‘일본의 보급지도원 인재육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2017)’에 실린 협동농업보

급사업과 관련된 내용과 농림중금종합연구소의 시미즈 기초연구부장이 작성한 

‘농협영농지도사업의 개혁방향’을 주 참고자료로 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1.2.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연혁과 법적 근거

일본의 공적인 농업보급시스템은 메이지 정부(1867~1912) 이후에는 농사순회

교사제도, 농사시험장의 설치와 농회 기술원에 의한 기술지도의 형태로 진행되었

고, 제2차 대전 중에는 농업회의가 중심이 되어 지도하는 등 시대 상황에 맞게 다

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오다가 제2차 대전 후 연합군 최고 사령부(GHQ)11)의 지도

와 조언을 얻어 미국의 보급제도를 모방하여 “협동농사보급사업”이 시작되었다.

‘협동 농사 보급 사업’은 종전 초기 단계에서는 농사시험장의 하부 조직으로서 

11) General Headquarters(GHQ),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 패한 이후, 1945년 10월 2일부터 샌

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6년 반 동안 일본에 있었던 연합군의 최고위 

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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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농장을 설치하고 해당 농장을 거점으로 농업기술 지도사업을 하는 것으

로 농지개혁에 의해 자작농이 된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

한 배경하에서 탄생한 협동농업보급사업은 그 지도이념이나 성격에서 종래의 농

업지도에서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지도의 중점을 물적 

측면보다 사람에게 두었다는 점이다. 즉, 이전까지의 농업지도가 농산물 증산 등 

물량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면 협동농업보급사업에서는 농업자의 자발적 의지

를 존중하고 교육적 방법을 통해 농부 스스로가 농업을 개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지원하려는 입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농가의 생활 개

선을 거론한 것이다. 기존에는 농업경영의 개선으로 농가의 생활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으나, 생활의 개선 합리화는 경영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생활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해 농가 스스로 생활

의 개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셋째는 농촌 청소년 육

성을 다루었다는 점이다. 종래, 농가에 관한 시책이 거의 농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협동농업보급사업에서는 차세대를 담당하는 농촌 청소년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과학적 지식에 대한 향학심과 서로 돕는 정신을 높이기 위

한 자주적인 클럽 활동인 4H클럽 활동 등이 본격화되었다.

 위와 같은 협동농업보급사업의 태생적 특성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당시와는 

질적으로 변화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식량안정공급과 지역농

업진흥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즉, “농민

이 농업 경영 및 농촌 생활에 관한 유익하고 실용적인 지식을 얻고 이를 보급하고,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시험 연구 및 보급 사업을 조장하고, 능률적이

고 환경과 조화로운 농법의 발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의 육성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진흥을 도모하고 아울러 농촌 생활 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농

업개량조장법)”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도도부현이 상호 협동하여 공적인 농업 보

급시스템으로서 협동농업보급사업을 실시한다는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

가 오늘날까지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특색으로 인해 협동농업보급사업은 중앙정부가 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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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단위 지방은 이를 듣고 실시방침을 작성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수행되는 체계를 갖게 되었다(<그림 7-1> 참조).

그림 7-1  협동농업보급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자료: 최정남(2019: 3). 『일본 농업기술지도보급 체계 발전방안과 일본 농협(JA) 기술지도보급 사업 현황』. 위

탁원고.

1.3.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실시체계

협동농업보급사업은 중앙정부가 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도단위 지방은 이를 듣

고 실시방침을 작성하는 체계를 통해 수행되는데 이를 위해 도도부현에서는 보급

지도원국가시험을 거쳐서 인정된 인재를 보급지도원을 선발하여 보급지도센터, 

시험연구기관, 연수교육시설(농업 대학교) 등에 배치하고 관계기관과의 제휴 아

래 지역농업의 기술 혁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7-2> 참조).

협동농업보급사업 실행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보급지도원은 시험 

연구 기관, 시읍면, 농업 관련 단체, 교육 기관 등과 밀접하게 연계하면서 전문적

인 사항 또는 보급지도 활동의 기술 및 방법에 대해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한 보급지도원은 순회지도, 상담, 농장전시, 강습회 등을 수단을 통해 직접 농업인

들을 만나고, 농업생산 방식의 합리화, 농업경영의 개선 또는 농촌생활의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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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과학적 기술 및 지식의 보급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급 지도원은 

협동보급사업의 핵심적인 담당자로서 공설시험연구기관이나 행정조직과 농업인

의 가교 역할을 비롯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농업생산성과 경영효율 향상에 공

헌해 왔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농업자의 고학력화, 정보화사회의 진전, 농업기

자재 업체 등 민간기업에 의한 기술지도의 확산 등을 이유로 협동농업보급사업은 

역사적 역할을 마쳤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지역에 정통한 보급지도원이 직접 

농업인과 만나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촌의 진흥을 도모하려고 하는 협동농업보

급사업은 농정 추진에 이바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중 하나라는 사실에는 변함

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 식량자급률의 향상, 핵심 농업경영체의 육성·확보 및 이들 

농업경영체에 의한 농지 이용 집적화, 보리, 콩,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 등의 작물 

생산을 통한 논의 완전한 활용 추진, 유기농 추진, 조수 피해 방지, 식품의 안전·안

심 확보, 농상공 제휴 등, 농업 생산 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 속에서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면서 일선에서 농정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 보급 지도원의 존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2  협동농업보급사업 실행체계 

자료: 최정남(2019: 4). 『일본 농업기술지도보급 체계 발전방안과 일본 농협(JA) 기술지도보급 사업 현황』. 위

탁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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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둘러싼 시장 환경·사회 조건이 가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협동농업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각각의 농업 경영이나 지역 농업에 있어서 바람직

한 진흥 방향을 파악하고, 농업시책의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국정과의 연계를 도

모하는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에는 식량 농업·농촌 

환경의 두드러진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의 안전·안심의 확보, 농업의 구조개혁의 

가속화 등 농정의 새로운 전개에 입각한 보급 지도 활동의 대처가 강화되어 “농업

경영체의 육성 및 그 장래를 위한 지원”, “바람직한 산지 육성을 위한 지원”, “환경

과 조화를 이룬 농업생산을 위한 지원”, “식품의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지원”, 

“농촌 지역의 진흥을 위한 지원” 등이 보급지도 활동의 기본적인 과제로 자리 매

김되었다. 2007년 4월과 2008년 3월에는 “협동농사보급사업의 실시에 대한 가이

드라인”이 개정되어 “취락영농조직의 체질강화”, “지식재산의 활용 등에 의한 산

지의 활성화”, “조수 피해 방지”, “수출 촉진” 등을 중점에 놓고 보급 지도활동이 

추진된 바 있다. 타 업종 기업의 농업분야 참가나 기업적 경영을 실시하는 대규모 

경영체의 출현, 타 업종 제휴 및 첨단 기술의 도입에 의한 6차 산업화 등 농업환경

에 큰 변화가 발생한 가운데 2010년에는 “협동농사보급사업의 운영지침”(2010년 

4월 9일 농림부 고시 제590호)이 개정되어 중점적 대응 영역으로서 “농업경영체 

육성·확보”, “산지 육성”, “환경조화형 농업생산”, “식품의 안전·안심”, “농촌지역 

진흥”의 5가지가 기본과제로 설정되었고, 도도부현이 협동농사보급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내용으로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실시에 대한 가이드 라

인”(2015년 5월 14일, 생산국장 통지)이 제시되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지원”, “식료의 안정공급의 확보에 관한 지원”, “농촌진흥에 관한 지원”,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 및 부흥에 관한 지원”의 4가지 중점과제가 설정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급 지도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농업·농촌 현장에서도 폭넓은 보급 지도 활동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 

농림수산성이 2009년도에 실시한 보급지도센터 및 보급지도원의 지원에 관한 의

식 및 의향조사(1,865명 대상) 결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종래부터 보급지도원의 

업무인 “생산기술”분야에 대한 요구가 76.5%로 매우 높고, 이어서 “농업 정책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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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61.9%), “마케팅”(50.5%), “농업경영체 핵심인력의 육성 및 확보”(49.9%), 

“경영관리”(49.3%), “국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37.9%) 순으로 

지원요구 분야가 파악된 바 있다.

그림 7-3  보급지도원이 지원해주기를 기대하는 분야

자료: 최정남(2019: 6). 『일본 농업기술지도보급 체계 발전방안과 일본 농협(JA) 기술지도보급 사업 현황』. 위

탁원고.

이상과 같이 농정과제가 확대되고 동시에 보급지도 활동의 대상영역이 다양화

됨에 따라 보급사업이 해야 할 종래의 역할·기능 및 활동내용에 있어 큰 변화와 혁

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최근의 재무 행정 개혁에 의한 

보급 지도원 감축, 보급 지도 거점의 통합으로 협동농업보급사업을 담당하는 인적 

자원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보급지도원 수는 2004년 8,886명

에서 2014년 6,664명으로 약 25% 감소하였다. 보급지도의 거점인 보급지도센터

는 2004년 457곳에서 2014년 366곳, 2018년 360곳으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보급

지도 활동을 담당하는 보급지도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연수회 및 강습회 개최건

수, 개별대응 또는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신규 취농자나 농업법인에 대한 지

원은 증가하고 있어 보급지도원 1인당 활동시간은 증가하고, 보급지도원의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성(MAFF)은 농업지도

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지역의 보급지도원의 역량을 관리하는데,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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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지도원은 MAFF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협동농업보급사업

비의 5%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는다.

2012년 농림수산성(MAFF)은 선진 전문 농가의 기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농

업혁신지원전문원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농업혁신지원전문원의 주요 업무는 연

구·행정 등과의 제휴, 연구에의 참여, 보급 활동의 기획·입안·총괄, 보급 지도원의 

자질 향상, 선진적인 농업인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이다(김진모 외 2016). 모든 

지방정부에 농업혁신지원센터(Agricultural Innovation Support Centre)를 설립하

고,12) 2018년에 기술 지식과 조정 역량이 높은 농업지도원 중 609명이 농업혁신

지원전문원으로 임명되었다.

지방 재정 부실 현황을 생각하면 협동농업보급사업은 앞으로도 슬림화를 추진

할 것이 확실해 향후 적은 인원수·예산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실현할 것

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공공 분야 협동농

업보급사업은 민간 농업 단체와의 연계를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

악되며, 이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민간 최대의 농업인 지도조직인 농협 영농

지도사업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물론 농협 역시 영농지도원이 장

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영농 지도원 수는 약 1만 4,000명

으로 보급직원의 1.7배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보급사업의 경우 개별 농업인의 기술·경영의 향상이 중점사항이었고, 농

협의 영농지도 사업의 경우 구매·판매 사업과 연계한 조합원 전체의 영농수준 향

상이 지금까지의 중점사항이었다. 그러나 최근 보급지도 사업에서도 취락영농육

성에 대한 지원 등 코디네이터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농협의 경우도 대

규모 농가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지도체제가 요구되고 있어 농협의 사업환경에도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가 놓여있는 실정이다. 보급사업과 지도사업이 서로 보완해 

12) 선진 농업인 등으로부터 고도 전문기술이나 경영에 관한 상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도상담·지원 

부문으로 농업혁신지원센터가 현재 전 도도부현에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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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공공과 민간

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전국적 차

원에서 양자의 연계방향은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6년 10월

에 개최된 제24회 JA전국 대회 결의 중에서는 “지역 농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보

급 센터 농업위원회·공사·토지개구 등 관계 기관과의 일체적인 추진 체제를 확립

하는 것과 동시에 원 플로어화를 목표로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한편 보급활

동의 전국적 방향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는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운영에 관한 

지침(04년)”에서도 “민간과의 연계 방식” 파트에 “농업협동조합이 하며 영농지

도와 적절한 연계 확보 및 역할분담의 명확화를 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농업기술자 연락 협의회 등을 마련해 영농지도원과 보급지도원의 조

정·연계를 도모하는 지역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협이 작성하는 ‘지역

농업전략’ 등과 보급지도센터가 작성하는 ‘보급지도기본계획’ 등에 대해 연계·조

정을 실시하는 등 농업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

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기존과 달리 관련 기관 간의 횡적연계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4. 일본농협(JA)의 TAC 추진배경

 2005년 10월 농림수산성이 JA그룹(이하 전농)에 대해 “조합원 및 회원을 위해 

최대의 봉사를 한다는 목적에 맞게 모든 사업내용 및 운영을 재검토하고, 그 재검

토 내용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경영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개

선 명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전농은 2005년 12월에 “전농개혁 신생플랜”을 통해 

전농의 사명을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천명한 바 있다. 

5대 사명은 첫째, 농업경영인에 대한 대응 강화, 둘째, 생산자 및 조합원의 실수령

액 최대화, 셋째, 소비자 안전 및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의 제공, 넷째, 생산자 및 조

합원에게 신뢰받는 가격의 확립, 다섯째, JA 경제사업의 수지확립을 위한 지원이



120 |

다. 더불어 사업개혁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5년간 전농그룹 약 2만 5,000명

의 직원을 2만 명으로 줄이고, 200여 개의 자회사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등 관리체

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였다. 당시 전농의 제1 사명인 농업경영인에 대한 

대응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2007년 전국농협에 선도 농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필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농업조정팀(TAC)13) 150여 명

이 구성되는 등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2008년부터는 전국 농협에서 이들 TAC의 

법인경영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이 시작되었다.

TAC는 “Team for Agricultural Coordination”의 약자로 농협의 주요사업인 “핵

심 농업경영인(担い手)에 대한 대응”을 수행하는 전담자 혹은 전담팀을 일컫는 용

어이다. “핵심 농업경영인”은 농협의 중점고객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지역농업

을 짊어지고 갈 농업경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TAC는 이들을 매일매일 만나서 

그들의 요구를 듣고 농협의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즉, TAC의 역할은 ① 지역농업

의 역군들을 방문하고 의견·요망을 살펴서 이에 성실하게 응답하고, ② 지역농업 

역군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③ 지역농업역군들의 의견

을 모아서, JA그룹의 업무개선에 연결하는 것이다. TAC의 역할을 도식화하면 다

음 그림과 같다.

그림 7-4  농업경영인과 JA를 연결하는 TAC

자료: 최정남(2019: 9). 『일본 농업기술지도보급 체계 발전방안과 일본 농협(JA) 기술지도보급 사업 현황』. 위

탁원고.

13)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https://www.zennoh.or.jp/tac/tac_01.html#1: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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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본농협의 TAC 현황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의 264개 JA에 TAC가 설치되어 있으며 1,741명이 

TAC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방문한 농업경영체의 인원수는 8만 903명에 달

하며, 면담횟수는 66만 2,654건에 달한다. TAC의 농업경영인에 대한 대응은 다음

의 6단계로 진행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농업경영인들과의 신뢰 관계가 

강화되고,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표 7-1  TAC의 농업경영인 대응 업무절차

단계 구분 대응 내용

1
농업경영규모와 JA이용률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농업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 것

인가를 검토하고 방문해야 할 대상을 선정

2 선정한 대상을 방문하여 농업경영인의 소리(의견·요망)을 듣고, 중요한 사항은 TAC 시스템에 기록

3 방문하여 얻은 귀중한 정보를 TAC 개인이 갖고 있지 않고, JA 내부·연합회에 보고하여 공유

4
수집한 농업경영인의 의견과 요망사항에 대해 JA그룹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임원·관련 부서가 

모여 검토(TAC 미팅)

5
작성한 시책을 농업경영인에게 피드백(제안) 해줌. 피드백 전에 JA 내부에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

해 시책의 성공확률을 높임

6 TAC가 제안한 JA그룹의 시책 또는 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인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영개선 등에 기여

자료: 최정남(2019: 11). 『일본 농업기술지도보급 체계 발전방안과 일본 농협(JA) 기술지도보급 사업 현황』. 

위탁원고.

TAC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JA의 여러 부서(영농지도, 비료농약, 농기구, 금

융부문 등)와 핵심농업일꾼들을 연결하는 창구로서 농업인들이 목표로 하는 경영

비전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 JA에 대한 요청사항 등을 잘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논에서 채소를 재배하여 원예복합화를 이루고 싶다”는 농업인에게 경영체 

규모나 해당 지역 토지에 걸맞은 작물을 제안

∙ “임의의 취락영농(취락 내의 농가가 공동으로 행하는 영농)을 법인화하여 본

격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고 운영하고 싶다”는 농가에는 경영관리 지원이나 법

인화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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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 시기에 일손이 부족해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농업인에게 노동력

지원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 노동력 제공

∙ “딸기농사를 위한 새로운 하우스를 세우고 싶다”는 농업인에게는 금융 부문

과 제휴한 융자사업을 제안

1.6. TAC 활동 우수사례

1.6.1. 미에현(三重県)의 JA츠아게(JA津安芸) TAC

지역농업을 활성화하는 TAC활동의 대표적 사례로 TAC를 전임조직으로 자리

매김시키고 핵심농업경영체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성과를 창출한 미

에현(三重県)의 JA츠아게(JA津安芸)를 들 수 있다. JA츠아게는 미에현 중앙 츠시 

지역을 관내로 하는 농협으로 주 농산물은 고시히카리를 주력으로 하는 쌀이지

만, 그 외에도 전통 야채나 파, 오이, 귤, 배, 딸기, 양배추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

는 지역이다. JA츠아게는 2011년 4월 당시의 농정지도과에 TAC 전임으로 2명을 

배치한 것이 TAC활동의 시작이었다. 2013년에 다시 2명을 증원하여 영농대책부 

산하에 “TAC과”를 설치하였다. 당시 미에현 내 총 12개의 JA에서 TAC전담부서

가 설치된 경우는 JA츠아게와 JA미에중앙 두 군데뿐이었다고 한다. JA츠아게의 

경우 총 4명으로 구성된 TAC의 활동목표는 TAC 1인당 30가구를 담당하여 월 3

회 방문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또한 담당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개별정보

를 제공함과 동시에 월 1회 영농정보지를 발행하여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JA조직 내에 정보공유를 위해 관련된 부서의 과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1

회 개최하고, 담당임원을 포함한 보고회 또는 영농센터 섭외담당 리더들과의 만

남은 월 1회, JA임원에 대한 보고회는 반기당 1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JA츠아게 TAC 총 4명 중 2명의 벼 분야를 나머지 2명은 원예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벼의 경우 JA중기 3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3년 후에는 1등급 쌀의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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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까지 달성하고, 현재 장려품종인 “삼중 23호”의 재배면적을 확대한다는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원예 분야의 경우 양파의 규격 외 상품을 활용한 상

품화 실현, 가공용 양배추와 호박활용 지원, 신규 취농자 지원 등을 중점목표로 삼

고 있다. JA츠아게 TAC가 참여해서 만들어 낸 대표적 작품이 “치요 짱 양파 양념 

(ちよちゃんの玉ねぎダレ)”이다. 지역 내 7가구가 부회를 만들어 연간 15톤의 양

파를 학교급식센터에 공급하고 있는데 급식센터 납입 규격품은 2L, L 크기만 가

능하고, 그 외는 공급표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납입할 수 없었다. 규격 외품의 경

우 JA 직매소와 이벤트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었지만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

법”을 TAC 과장이 적극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만능 조미료

인 “양파양념”을 개발하게 되었다. JA 축제에서 200인분 시식을 준비했는데 “야

채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먹었다”는 호평을 얻은 바 있고, 레시피를 완성시켜 2014

년 9월부터 직매소 등에서 본격 판매를 시작하였고, 향후 JA브랜드 제품으로 확대

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JA츠아게 TAC는 벼 육묘시설을 이용한 네트멜

론의 시험재배와 벼 직파재배 등의 노력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1.6.2. 에히메현(愛媛県)의 JA우마(JAうま) TAC

 에히메현은 귤로도 유명하지만 에도시대부터 계속된 토란의 주산지이다. 에히

메현의 JA우마는 일찍이 2008년에 영농경제담당 상무의 직할 부대로 현 내에서 

제일 빨리 TAC를 설치하여 농가방문활동 및 면담을 기록하여 지식의 축적을 시

작하였다. 당시 TAC활동의 슬로건은 “농가와의 가교!, 찾아가는 영농”이었다.  

JA우마가 TAC를 조기에 설치한 이유는 첫째, 광역 JA의 합병으로 인해 대형화되

자 조합원의 JA이용이 감소하였고, 둘째, 당시에 15개 지점에 경제담당창구가 설

치되어 있고 주요지점에는 영농지도원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판매·구매 업무를 겸

하고 있었고 동시에 재배강습회 등을 실시해야 하는 조건에서 농가에 나갈 수 있

는 횟수와 시간을 충분히 취할 수 없어 “수동적”이라고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JA우마가 TAC 설치를 통해 농가와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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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지역의 핵심 품목인 토란 재배농가가 고령화되어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기존 재배방법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고

수해서는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어, 토란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농가소

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규모 확대를 촉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JA우마의 TAC는 관내 논 1ha 이상의 재배자와 작물 생산자 모임 

대표자, 관계자 등 약 500여 경영체를 대상으로 TAC 1인당 약 100가구를 담당하

여 활동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농업인들로부터 “매일 오셔도 별 용무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JA에서 

발행하는 “그린리포트”와 JA우마에서 별도로 준비한 생산·판매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농업경영체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

었다고 한다. 특히, TAC 활동이 관내 농업경영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큰 계기

는 “농업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시코쿠 중앙시의 농업진흥과와 에이메

현의 농업지도반이 JA경제센터에 함께 입주하여 한 층에 모두 한자리에 있게 된 

점이었다. 이를 통해 JA와 행정조직의 연계가 강화되고, 농업경영인들에 대해 종

합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해졌고, 신속하고 세심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TAC

는 활동목표를 기존의 토란품종인 “여조생(女早生)”을 “이요미인(伊予美人)”으로 

전환하여 10a당 수확량을 800kg 증가시키고, 수품률(秀品率)을 15%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원종포를 설치하고, 매년 종자를 증식하여 우량 종자를 선별

함으로써 농가에 공급하고, 품종특성 유지 및 품질 안정화를 위해 5년마다 종자를 

갱신하는 역할을 TAC가 수행하였다. 또한 생산 면에서 기계화 일관체계를 보급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재배에 의한 규모 확대를 도모하였다. 특히, 현 농업지도반

과 협력해 생력화 기술인 전주기 멀칭재배(토란의 전생육기간을 통해 논두렁을 

다량으로 피복하는 재배방법)를 기계화 일관체계에 조합하여 고령화에 적극 대비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재배 방법에서는 1가구 1ha 정도가 경작이 가능한 한계치

였지만 2~3ha까지 생산면적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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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시가현(滋賀県)의 JA그린오미(JAグリーン近江) TAC

시가현 JA그린오미의 경우 TAC 활동이 2008년도에 시작되었다. TAC의 주요 

활동 포인트는 취락영농을 법인화하고, 법인의 경영안정화와 확대를 지원하는 것

이었다. JA그린오미 TAC는 시가현의 보급지도원과 시정의 담당자와 팀을 만들

어 각 마을에 대화와 과제해결을 통해 지난 10년간 129개의 농사조합법인이 설립

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시가현 동근강시(東近江市)에 소재하고, 2011년

에 법인화된 농사조합법인 “瓶割の郷ひらぎ”도 TAC의 도움하에 법인화된 것으

로 쌀, 보리, 콩을 생산하며, 더불어 양배추, 호박 등 다양한 품목을 채소를 생산하

는 조합법인이다. 성숙기에 접어든 이 법인의 최대 고민은 5월에 육묘가 끝나면 

다음 연도까지 육묘하우스가 비어 있는데 이를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이

러한 사정을 JA그린오미의 특작과 소속 TAC와 협의하였고 그 결과 8월부터 3월

까지 화훼재배를 하자는 결론을 도출함에 따라 해당시기에 비단향꽃무(ストック)

를 재배하였고, 이로 인해 법인경영이 다각화될 수 있었다. 한편 대규모 수도작 경

영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JA그린오미 영농진흥과 소속 TAC는 이 법인에 지하수

위제어시스템(FOEAS)을 제안하여 도입했는데, 이는 법인화를 통해 포장 간의 경

계가 커짐에 따라 물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

연기구(農研機構, NARO)와 (주)패디연구소(㈱パディ研究所, 수도작연구소)가 

공동개발한 시스템이다. 논에서 수도작과 밭농사를 윤작할 때 습해나 가뭄을 방

지하는 효과가 있다. TAC에 따르면 촌락영농을 법인화하는 것은 출발점일 뿐이

며, 법인경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시점에서 경영개선책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특산과와 영농진흥과, 그리고 

각각의 TAC가 전문성을 높이면서 제휴하여 보다 좋은 제안을 하고, 법인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강점이라고 하였다. TAC 육성

을 책임지고 있는 JA그린오미 특산과의 나리타 요시유키(成田義幸) 과장에 의하

면 “법인화나 신사업의 전개에는 항상 불안이 따르기 마련이고, 농업경영인들은 

JA 직원에게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를 원한다. 따라서 TAC는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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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하우를 JA 전체에 공유하는 한편 농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북돋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진짜 TAC 활동이 필요한 이유”라고 한다. JA그린오미에

는 2018년 현재 26명의 TAC가 활동하고 있다.

1.7. 시사점

일본은 2년간 지도보급업무 현장 경험을 거친 후 MAFF 자격 시험을 통해 역량

을 갖춘 지역 지도원을 선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도보급인력의 업무적

합성 향상을 위해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선진 전문 농가의 기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혁신지원전문원 시스

템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 및 교육 기관, 정부 간 협력 수준을 높이고자 한

다. 우리나라도 농가의 기술 수준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연구·지도·정책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 JAs(일본농업협동조합)는 회원들에게 기술 자문 서비스 제공, 자체 표준 

설정, 농업조정팀(the Team for Agricultural Co-ordination) 운영 등 기술보급 역할

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품목 농협도 농업인에 대한 기술 자

문 및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조정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지

도사14)는 지방공무원으로 학력, 경력, 성별 등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상

당한 수준의 기술역량을 갖춘 농촌지도사를 채용하기 어렵다. 농업협동조합과 같

은 민간조직은 상대적으로 신규채용제도의 유연성이 더 크므로, 보다 기술역량을 

갖춘 농업지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자문서비스에 있어서 농협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농협이 작성하는 ‘지역농업전략’ 등과 보급지도센터가 작성하는 ‘보급

지도기본계획’ 등에 대해 연계·조정을 실시하는 등 관과 민이 농업·농촌을 활성화

14) 네이버 블로그 농촌지도직 시험과목. <https://cafe.naver.com/mylove1259/2608, 검색일: 

2019.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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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역시 농

업인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네덜란드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15)

2.1. 농업지도사업의 민영화

네덜란드 농업혁신시스템의 기반은 ERR(OVO) 시스템으로 연구(Research), 

교육(Education), 지도(Extension)가 네덜란드 농업혁신시스템의 주요 요소이다. 

19세기 후반부터 농업 연구, 교육, 지도를 통한 농업 생산성 및 농산물 품질 향상, 

더 나아가 농산물 시장 확대를 지향하였다. ERR 시스템이 형성된 초기에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혁신의 중요성에 정부, 사회, 농업인의 이해가 일치하여 

민간과의 협력하에 정부 재원을 토대로 한 공공 주도 방식의 혁신체계를 구축하였

지만, 1980년 이후 농지가 감소하고 농업 과잉생산이 유발한 환경문제가 제기됨

에 따라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의 타당성이 상실되며, 농업인의 이해

와 정부 및 사회의 이해가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이주량 외 2016).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생산 증대가 아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업혁신시스

템으로 ERR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하여 체계화 및 민영화를 선택하게 된다.

네덜란드의 지도사업은 19세기 후반에는 정부가 농업 지도직을 운영하였으나, 

외부환경 변화 및 농업인의 만족도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공공 지도는 점차 위축되

었다(이주량 외 2016). 1992년 일부 정부예산과 농민단체 자금으로 운영되는 독

립적인 지도기관으로 DLV(Dienst Landbouw Voorlichting)가 설립되었으며, 

1996년부터 LTO(농민연합)도 지도사업을 실시하였다.

15) 문헌조사와 네덜란드 현지출장 내용을 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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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농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변화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로 인하여 공공

지도기관이었던 DLV는 민영화되어 현재 민간 컨설턴트 업체로 운영되고 있고, 

LTO의 경우, 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도사업 부문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는 지도사업을 중지하고 농민단체로서 회원 농가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로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RABO도 LTO와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농업

인 지도·교육 사업을 하였으나 지원이 중단된 이후, 비용과 경쟁력을 고려하여 현

재는 지도·교육 사업을 중단하였다.

2.2. 민간 컨설팅 기업 중심의 혁신성과 확산체계

현재는 민간 컨설팅 기업이 네덜란드 지도보급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특히, DLV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농업 분야 민간 컨

설팅 기업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DLV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지도보급 체계에

서 민간 컨설팅 기업의 기능 및 역할, 작동구조를 알아보았다.

 DLV는 1980년대 시작된 국립농촌지도소(Dutch Extension Service)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93년 국립농촌지도소가 민영화됨에 따라 민간 컨설팅 회사로 변

경되었다. 1993년에서 1998년까지는 정부 재원이 약 4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민간 컨설팅에서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정부 재원이 15%로 

줄어들었고, 그 이후 회사의 형태를 재단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고 지분의 82%

는 정부가 가지고 나머지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2005년부터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현재는 지

도보급 서비스에 대한 농가의 비용지불이 주된 수익모델이다. Business Management, 

Land & Livestock, Construction 분야에서 기술, 경제, 경영, 교육, 훈련, 해외 서비

스 등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DLV는 민영화 이후에는 주로 축산 부문(낙농, 

양돈)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축사 건설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최

근 20년간 네덜란드에 많은 민간 컨설팅 회사가 생겨나고 있으며, 각각의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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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차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DLV가 제공하는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컨설팅과 스터디그룹으

로 구분할 수 있다. DLV는 농가 컨설팅 중에서 금융 컨설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으며, 이는 DLV가 다른 컨설팅 기업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농

민들에게 컨설팅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평가(다른 농가

와 비교해서 우리 농장의 이익과 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비교)가 우

선되어야 하며, 그 이후, 현재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에서 얼마만큼 비용과 수

익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컨설팅이 가

능한 이유는 네덜란드 농가의 수익률이 낮기 때문으로, 네덜란드 농가는 저수익

률·대량생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용을 1% 개선하는 것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따라서 농가는 컨설팅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가진다.

반면, DLV는 독일에서는 건설 부문 컨설팅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축사 건설비용이 독일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독일 농민들이 비용절

감을 위한 유료 컨설팅의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2.3. 농가 중심의 스터디그룹을 통한 혁신성과 확산

최근의 네덜란드 혁신성과 확산체계의 특징적인 변화는 스터디그룹의 확산이

다. 스터디 그룹이란, 지도보급 기관이나 컨설팅 기업을 통한 일방적인 정보 전달

이 아닌 농가 간의 교류 및 문제 공유를 통해 농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수준을 

높이는 방식을 의미한다.

컨설팅 기업 및 지자체는 고객에게 스터디그룹을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제공하고 있다. 농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농가 간의 상호 토론을 통해 서

로에게 배우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활용에서 농가들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있다. 컨설팅 기업은 농가와의 신뢰 구축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스터

디그룹을 운영하고 있다(스터디그룹을 통한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며, 컨설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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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주 수입원은 농가 대상 컨설팅에 대한 비용이다). 컨설팅 기업은 비슷한 수준

의 농가들로 스터디그룹은 구성하고 운영하며 스터디그룹 미팅을 준비하고, 스터

디그룹 농가들은 각자의 농장을 방문하며 서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

고 기술과 정보를 교환한다.

이처럼 현재 네덜란드의 교육·지도사업은 교육기관 중심의 대규모 집합 실습교

육에서 비슷한 수준의 농가가 참여하는 소규모 스터디그룹 단위의 컨설팅으로 대

체되고 있으며(농민신문 2017. 4. 17.), 기술전파가 농업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2.4. 혁신거점 중심의 혁신 확산 네트워크 구축

네덜란드는 연구개발 과정에서부터 자연과학 연구자와 사회과학 연구자가 함

께 참여해서 기술개발 및 마케팅, 수출 등 가치사슬 전반의 프로세스를 유기적으

로 고민을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연구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NGO 또는 

시민사회 영역의 사람들까지도 R&D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NGO 또는 시민사회 

사람들이 참여할 경우 과제 선발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도 한다.16) 

R&D 연구자, 농업인, 기업체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

여하는 대표적인 혁신거점의 사례로는 바헤닝언(Wageningen)의 푸드밸리가 있

다. 네덜란드는 1990년대 말부터 바헤닝언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식품 및 농업 관련 기업들을 모아서 농산물 클러스터를 조성하였으며, 공무원, 기

업인(농업경영자), 그리고 연구원 등 각 주체가 농산물 분야의 지식을 나누고 혁신

에 함께 투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17)

 푸드밸리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R&D 연구소와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16)네덜란드의 농업R&D시스템은 정부-산업체(기업)-연구기관 중심의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에서 정부-산업체(기업)-연구기관-NGO(시민사회)의 다이아몬드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17) 여시재 블로그(https://blog.naver.com/yeosijaemedia/221371717475: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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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푸드밸리 사무소에 매주 월

요일 오전 8시에 R&D 연구소, 컨설팅 업체, 식품 기업들이 참여하는 조식 미팅이 

개최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자와 연구 수요자 간의 정례 미팅을 통해 농업기

술 및 혁신성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기술에 대해서 발표 및 토론을 진행

한다. 이러한 정례화된 미팅을 통해 신기술에 대해 한 기업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

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해서 이해 당사자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월드호티센터(WHC: World Horti Center)는 원예산업의 혁신거점으로 기능하

고 있다. 원예산업은 네덜란드 경제의 큰 부분이며, 네덜란드는 원예산업의 강점

을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 혁신전파 체계로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원예산업

은 수출을 위한 Rotterdam 항구 접근성으로 인하여 Westland, Oostland and 

Barendrecht 지역에 집중되어 성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관련 농기업들도 해당

지역에 위치하며 Greenport Horti Campus를 함께 이루고 있다. Greenport Horti 

Campus의 목표 중 하나는 Westland, Oostland and Barendrecht 지역의 혁신성장

을 위한 네트워크와 캠퍼스 형성이며, 이를 위해 WHC가 설립되었다.

WHC는 원예산업의 세계적 수준의 지식 및 혁신을 위한 거점으로서 연구와 혁

신, 실증, 교육이 결합되어 있다. WHC에서는 학생 대상의 교육, 연구 및 실증, 다

양한 기업들의 신기술 전시 및 소매업체(vendor) 대상의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

다(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소매업체-농

업인의 구조로 기술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R&D 및 성과확산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한국과 달리 대규

모의 R&D 대신에 소규모의 R&D가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실증하기 위한 

소수의 테스트 농장이 항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농민들의 참여도가 

높으며, 피드백이 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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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사점

네덜란드의 농업 혁신 확산체계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하여 왔다. 

농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공공중심의 확산체계에서 민간 중심으

로 전환하였다.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의 지도보급이 민영화됨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었던 농업인 대상 교육과 지도 서비스가 유료화되었고, 또한 지도보급 체

계가 치열한 경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는 지도보급 서비스가 더욱 전문성을 

갖추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그 결과, 네덜란드 농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스마트팜이나 축산과 같은 높은 자본 투입과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

야에서는 민간 컨설팅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이 점차 기술과 자

본 집약적 농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혁신 확산에 있어서도 공공보다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역량 강화와 공공 부문의 역

할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네덜란드의 스터디그룹은 농가 사이의 혁신전파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슷한 사례로는 논산의 딸기 

연구회 등이 있으며, 최근 양돈농가 대상 스터디그룹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 농업인 모임이 전문성과 체계를 강화하여 스터디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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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 방안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장에서는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의 정책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업기

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의 정책방향은 ① 선형적 확산체계에서 네트워크형 

확산체계로 전환, ② 민간 중심의 혁신성과 확산체계로 전환, ③ 농업기술 및 혁신

성과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경로 지원이며,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 8-1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의 정책방향 및 개선 방안

비전 과학기술기반 영농을 통한 농업의 혁신성장

↑

목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의 개선을 통한 농가 혁신역량 향상

↑

정책방향

선형적 확산체계에서 네트워크형 확산체계로 전환

민간 중심의 혁신성과 확산체계로 전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경로 지원

↑

개선 방안

지역별 거점 중심의 네트워크형 확산체계: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산업별·지역별 혁신거

점 조성

공공 기술보급체계의 재정립: 농업기술센터의 코디네이터 기능 강화, 지도직의 특성을 

반영한 인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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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공공-민간 협력 혁신 확산체계 정립: 선도농-귀농자 네트워크 강화, 영농 컨설턴트 육

성, 농림식품분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지원

지역·품목 농협의 기술지도·보급 기능 강화: 일본농협(JA) TAC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

혁신역량 제고

농업인 유형별 확산경로 제시: 귀농, 일반농, 중간농, 독립적 선도농, 선도농 별 맞춤형 

확산체계 

인터넷 및 SNS를 활용한 기술지도·보급 기능 강화: SNS 신뢰도 및 전문성 향상 지원 

강화

민간 중심의 혁신 확산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단기) 민간 역량강화, 공공의 역할 재조정 

→ (중장기) 민간 중심

주: 저자 작성.

1. 지역별 거점 중심의 네트워크형 확산체계

현재 주요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공급자들, 다시 말해, 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

술원, 농진청, 농협 등은 모두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수요자인 농업인과 일대일 관

계를 형성하고 있다. 각각의 기관들은 농업인 대상 농업 관련 교육 및 기술보급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이 귀농·귀촌부터 스마트팜 교육까지 농

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교육 및 기술보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기관이 거의 유사한 콘텐츠를 농업인(또는 귀농·귀촌 대상자)에게 중복적으로 제

공하고 있으며, 각 기관이 농업과 관련된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다 보니 정보의 

깊이나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 수준의 내용만 전달하고 있는 실

정이다.

지금까지의 주된 확산체계는 중앙의 R&D 성과를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하는 하향식 지도보급사업을 중심으로 한 선형적 확산체계이다. 

이는 과거 농업의 목표였던 식량작물의 생산량 증대 등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점

차 농업 환경이 변화하고 농업인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관련 요구가 다양해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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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농업인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수요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를 현재

의 선형적 방식에서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

다.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형 혁신체계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제

시할 수 있다.

1. 일대일(一對一) 관계에서 다대다(多對多) 관계로 전환

2. 전국단위의 확산체계에서 지역단위의 확산체계로 전환

관련 기관(공급자)과 농업인(수요자)과의 관계를 각각의 기관이 농업인에게 동

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현재의 일대일 방식에서 모든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네

트워크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각각의 공급자와 농업인 간의 느슨한 관

계로 형성된 확산체계에서 지역별, 품목별 특성이 반영된 핵심주체들을 확산거점

으로 조직하고 확산거점을 중심으로 한 촘촘한 혁신 확산 네트워크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림 8-2  미래의 혁신 확산체계

자료: 저자 작성.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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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확산거점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의 혁신, 특히 스마트팜 중심의 혁신 확

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핵심 주체인 농업인, 농기업, 관련 기관이 다

양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R&D성과 실증, 교육, 생산, 유통 등이 한곳에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혁신밸리가 스마트팜, 더 나아가 지역농업의 혁신거점

으로서 역할하며, 지역의 혁신 확산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다.

2. 공공 기술보급체계의 재정립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경로가 다양해지고 수요자인 농업인의 관심이 변화

하였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여전히 농진청과 도농업기술원의 혁신성과를 보급하

는 가장 중요한 지도·보급 기관이다. 현재도 가장 많은 농업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

는 확산경로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과거의 선형적 방식, 즉, 농업기술센터가 지도·보급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방식은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선형적 방식에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

환되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도·보급 네트워크에 있어서, 농업인과 농업현

장을 타 주체들과 연계하는 조정자(코디네이터)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기관인 농진청, 도농업기술원, 대학과 민간 확산경로인 농협, 선도농가, 영농 

컨설턴트, 농업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수요와 현장의 문

제를 관련 주체들에게 연결해주는 조정자 역할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농업혁신지원전문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점차 다양해지고 높은 수준의 농가의 기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우, 

18) 혁신거점은 지역의 공공연구개발 기관과 지도기관, 대학, 농산업 기업, 기존 및 창업농가, 컨설팅 및 

금융 기관을 연계하여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창의·융합을 촉진하는 공간 또는 시스템(거버넌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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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혁신지원전문원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농업혁신지원전문원의 주요 업무는 

연구·행정 등과의 제휴, 연구에 참여, 보급활동의 기획·입안·총괄, 선진적인 농업

인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과 같은 다양한 관련기관 및 농업인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역량이 높은 농업지도원 중 

609명이 농업혁신지원전문원으로 선발되어 활동 중이다.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보급 담당자의 전문성 약화는 공공 지도·보급 관련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농업기술센터가 지자체 소속으로 바뀌면서 일

반 행정 공무원 조직으로 편입된 것이 전문성 약화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도직의 특성이 반영된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 농업

기술센터 내의 보직과 인사 관리가 기술센터에 있지 않고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특성에 맞지 않게 인사 운영이 되거나, 신규 직원 채용 시 일반행

정으로 구분되어 전공자를 채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에 정통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지도·보급 담당자가 농업인과 

만나 일선에서 관련 기관과 농업인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농정과제에 대응하는 

것이 농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지도원국가시험

을 거쳐 보급지도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지도직에 있어서 전공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직렬을 구분

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도직의 경우, 타 행정업무와는 달리 현장 이해

도 및 전문성과 농업인과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 농업인과의 네트워크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 이상의 보직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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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민간 협력에 의한 혁신 확산체계 정립

선도농은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내에서 기술 및 정보 수요자임과 동

시에 공급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확산경로로서 선도농은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재배역량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귀농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경로

로서 여전히 활용성과 중요도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WPL, 귀농닥터와 같은 선도

농의 기술 역량을 상승시키고 귀농인을 비롯한 주변 농가에게 선도농의 기술력을 

전파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과 같은 

선도농들은 농업기술센터나 농협과 같은 기관과 연계하여 강의나 현장실습을 통

해 기술 및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높은 현장감과 품목의 다양성 증대 등으로 

인하여 향후 지도·보급 기관과 선도농들과의 연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귀농자들이 확산경로로서 선도농을 선호하는 하는 것을 반영하여 귀농

닥터나 멘토링과 같이 선도농과 귀농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줄 수 있는 프로그

램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혁신활동의 참여를 통해 기술 역량이 높아진 선도농을 영농 컨설

턴트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하기 

힘든 특정 분야의 높은 수준의 기술 및 정보 제공을 민간, 특히 영농 컨설턴트가 수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영농 컨설턴트 육성 환경 조성 및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영농규모가 커지고 자본투자가 많아질수록 영

농 컨설턴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스마트팜의 

등장 및 확산으로 인해 스마트팜 관련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스마트팜 

기술과 재배기술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전문 컨설턴트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향후 

스마트팜과 같은 기술기반 농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술기반 농업

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 육성이 시급하다.



제8장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 방안 | 141

또한 네덜란드 사례처럼 농업인의 역량이 일정 이상이 되면 지도·보급 기관을 

통한 일방적 정보 전달보다 스터디그룹과 같은 비슷한 역량의 농업인 간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교환·확산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품목별․수준별 농업인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서로의 기술과 영농환경 등을 

비교·분석하여 농업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을 전파하는 방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인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농림식품

분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지원 등을 통해 농림식품 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영농 및 연구개발 및 기술 컨설팅 등 농

업인 및 농림식품 기업에 대한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가유형 및 기술 수

준에 맞는 영농 및 과학기술 현장보급(시범사업, 교육·연시 등)을 활성화하기 위

한 민간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4. 지역·품목 농협의 기술지도·보급 기능 강화

제4장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경로 현황 분석에 따르면, 농협의 역할은 제

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준, 농협의 경로 비중은 6.6%에 그쳤으며, 높은 

접근성에 비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질(최신성, 신뢰성, 전문성)은 공공기관보다 낮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경로로서 농협을 이용하

고 있는 농업인과 이용하지 않는 농업인 간 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 지역 및 품

목 농협별로 제공하는 서비스 차이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일부 지역 및 품

목 농협의 경우, 지역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에 가장 중요한 주체로 기능하

며, 높은 수준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주산지화가 이루

어지지 못한 지역의 경우,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 관련 농협의 역량 및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계별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경로 현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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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품목(종자)에서 수확후관리까지의 과정에서는 그 비중이 크지 않았으나,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스스로 개발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

로 유통·소비 관련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를 가장 많이 확산하는 기관으로 조사되

었다.

이처럼 농협은 접근성, 주산지 품목에 대한 전문성과 특정 분야, 즉, 유통·소비 

관련 전문성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높은 접근성과 지역 주산지 품목에 대한 높은 전문성은 지역중심 혁신거점의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매우 필요한 역량이며,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농협이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의 주축인 사례가 있다.

현재의 일부 지역, 일부 품목에 한정된 농협의 높은 비중을 타 지역, 타 품목으

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일본농협(JA)의 TAC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TAC의 목표는 지역의 주요 농업인들을 방문 및 의견을 수집하여 이를 JA의 업무

개선에 연결하여, 최종적으로는 이들이 미래 지역농업을 짊어지고 갈 선도농업인

으로 성장 지원하는 것에 있다. TAC는 기술지도, 구매, 농기계, 판매, 생활, 신용, 

공제, 관리 등 JA의 전 사업과 농업인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농업인의 수요를 적

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농협도 기술지도 및 판매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과 농업인 간 연계를 

심화하고, 선도농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농업인을 발굴하고 그들의 요청사항에 

대응함으로써 농협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농업인 유형별 확산경로 제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업인 기술 수준 및 혁신역량, 관련 교육 빈도, 네트워

크 정도, 인터넷 및 SNS 활용 정도 등과 같은 요인들이 농업인의 확산경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농업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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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과 확산경로가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현재 기술지도·보급 체계는 이러

한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면적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농업기술센

터, 도농업기술원, 농진청, 농협, 대학 등 다양한 기관이 기술지도·보급 기능을 수

행하고 있으나, 주 수요층에 대한 분석 없이 기술 및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관별 기술지도·보급이 크게 차별화되지 못하고, 모든 기관에서 

비슷한 기술지도·보급 서비스를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공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에 따라 농업인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선호 확산경로를 도

출하였다. 혁신역량과 관련 교육 빈도 및 네트워크 수준을 기준으로 농업인을 ① 

귀농, ② 일반농, ③ 독립적 선도농, ④ 선도농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이 4가지 유형 

이외에 일반농과 선도농 경계에 있는 ⑤ 중간농(선도농으로 도약 가능성이 높은 

농가)을 추가하여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귀농은 재배경력과 관련 교육 빈도가 낮아 혁신역량과 농업기술 수준이 낮고, 

아직 농업 관련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못하여 접근성이 높은 경로를 선호한다는 특

징이 있다. 또한 요구하는 기술 및 정보의 수준이 크게 높지 않으나, 작은 재배면적

으로 일정 수준의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신품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현재 귀농·귀촌농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다양한 기

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귀농의 가장 큰 문제인 낮은 네트워크 수준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선도농가와의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귀농 희망자에게 전문가를 연결시켜주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닥

터 프로그램은 그 활용성이 높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반농은 혁신역량은 낮지만, 오랜 농업종사 기간으로 인하여 농업 관련 네트

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유형이다. 낮은 혁신역량으로 인하여 새로운 것을 잘 시

도하지 않고, 기존의 재배품목, 재배방식을 고수하려는 특성이 높지만, 반면, 기본

적인 농업기술 및 지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단계별 필요로 하는 기

술정보가 어느 정도 유형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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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의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 모임 중심의 지도·보급체계를 유지하

되, 새로운 기술 및 정보 제공을 통해서 농업인 모임의 정보의 낮은 신뢰성과 전문

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나 농협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간농은 재배규모나 매출액은 선도농처럼 크지 않지만, 혁신역량이 높고 새로

운 시도를 통해 선도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중간농은 일반농과

는 다르게 일반적 재배기술 이외에 수확후관리, 특히 유통·소비 분야의 정보가 필

수적이다. 다른 농업인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간농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보 및 경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수확후관리와 유통·소비는 공공경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한계로 인하여 

스스로 개발과 농업인 모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농협을 중심으로 한 유통·소

비·상품화 관련 정보 전달과 선도농과의 교류를 통한 벤치마킹 등 유통·소비·상품

화와 같은 차별화를 위한 기술지도·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선도농은 높은 혁신역량과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교육과 네

트워크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따라서 접근성이 높지 않은 연구기관(도농업기술

원, 농진청, 대학)도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경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선도농으

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선도농의 경우,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 참여를 통해 혁신성과 및 혁신역

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리빙랩과 같은 현장중심 문제해결형 R&D에서

는 선도농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독립적 선도농의 대부분은 스스로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독립적 선도농이 가지고 있는 혁신역량이 더욱 발휘되고 다른 

농가에 전파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혁신 확산체계에 참여시킬 유인을 발굴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8장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 개선 방안 | 145

6. 인터넷 및 SNS를 활용한 기술지도·보급 기능 강화

ICT의 발전 및 PC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인터넷 및 SNS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경로로서의 인터넷 및 

SNS도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농업인이 인터넷 및 SNS에서 정

보를 얻고, 또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직접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도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SNS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기관이 운영

하는 온라인 경로보다는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와 같은 개인이나 민간이 제공하

는 경로를 통한 기술 및 정보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및 SNS를 통한 기술 정보 공급·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공급하기보다는 촉진자로서 역할하는 것이 효과

적이라 판단한다. 선도농 또는 우수 농가의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기 위한 콘테스

트 및 포상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터넷 및 SNS가 개인이나 민간의 기술 및 정보 교류를 촉진한다는 긍

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

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인터넷 및 SNS의 최신성은 높게 평가하

였지만, 신뢰성과 전문성은 그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SNS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면, 그 피해 규모가 다른 확산경로에 비

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현재는 이와 같은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많은 농업인이 개인적

으로 농업기술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기도 한다. 다수의 농

업인이 비슷한 문제를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문의한다면, 이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품목별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네이버밴드나 단체 카카오톡과 같은 SNS 활

용이 필요하며, 현재 배나 딸기와 같은 몇몇 품목의 경우 품목별 SNS가 활발히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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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품목별 SNS가 활성화되려면 품목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인터넷 및 SNS

의 가장 큰 약점인 낮은 전문성과 신뢰도를 연구자나 교수와 같은 전문가의 적극

적 참여로 제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농업인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문제나 질문을 SNS에 올리면, 전문가와 선도농

가가 응답하고, 이를 모든 참여 농업인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전문가와 선도농가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현재는 전문가의 SNS 참여 및 관리 인센티브가 다소 미흡하며, 전문가 

개인의 관심에 따라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연구

자의 경우 해당 활동을 평가에 반영하거나, 선도농가의 경우 정부사업 지원 시 가

산점에 반영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품목별 SNS를 활용하여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

평가원의 농식품 기술 SNS컨설팅지원사업이 있다. 농식품 기술 SNS컨설팅지원

사업은 SNS를 통한 기술상담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담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컨설팅으로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R&D 신규과제화를 추진하기도 한다.

농식품 기술 SNS컨설팅지원사업이 보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신 

R&D 성과 확산창구로서의 활용 강화, SNS컨설팅 결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데이

터베이스화 필요, 밴드 운영 및 실적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민간의 

독자적인 SNS를 SNS컨설팅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민간의 독자적인 SNS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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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간 중심의 혁신 확산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는 농업,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추어 함께 변화하여야 한다. 

네덜란드의 농업기술 및 혁신성과 확산체계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생산성 증대

를 위한 공공 지도보급 체계에서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영농수익 극대화를 위한 

민간 혁신 확산체계로 변모하였다. 과거 농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안정적 식량

공급이었을 시기에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 네덜란드도 현재 우리와 같은 지도보급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농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식량공급에서 다원적 

기능 제공으로 변화함에 따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업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

한 지도보급 체계를 국가가 유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점차 변화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변화와 함께 지도보급 체계 또한 공공중심에서 민영화로 변

화하였다.

우리와 비슷한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민영화가 이루어진 네덜란드보

다는 우리와 비슷한 혁신 확산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공공 지도보급 

체계인 협동농업보급사업과 함께 민간체계인 일본농협의 영농지도원이 주요 축

을 이루고 있다. 수적으로는 협동농업보급사업의 보급지도원보다 영농지도원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농촌·농업에서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농업은 여전히 공공 중심의 혁신 확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농업

기술 및 혁신성과 교육 및 보급은 여전히 공공의 영역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업에 대한 사회의 요구 또한 점차 과거의 생산량 증대에서 다양한 

기능 수행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확산체계의 

변화의 요구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공공 혁신 확산체계 제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농업인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우리의 혁신 확산체계도 일본, 더 나아가 네덜란드처럼 점차 공공에

서 민간 중심의 혁신 확산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 중심의 혁신 확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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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간 역량강화, 공공의 역할 재조정,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 등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성이 높은 식량 안보나 재난·안전, 기후변화, 환경, 농촌의 삶의 질과 같은 

영역은 여전히 공공 중심의 혁신 확산체계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농가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신품종을 비롯한 농자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차별화를 위

한 가공 등 융복합산업화, 유통 등과 같은 영역은 민간 중심의 혁신 확산체계로 점

차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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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현황

A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A2. 귀하의 연령은?   만 (        )세

A3. 귀하의 학력은?   ①초졸 이하    ②중졸    ③고졸    ④대재 이상

A4. 귀하의 영농활동지역은?

①경기/인천  ②강원  ③충북  ④충남/세종  ⑤전북  ⑥전남  ⑦경북  ⑧경남  ⑨제주

A5. 지난해 귀하의 농업생산활동으로 발생한 총 매출액은?

①1천만 원 미만 ②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③2천만 원 이상~4천만 원 미만 

④4천만 원 이상~6천만 원 미만  ⑤6천만 원 이상~8천만 원 미만 ⑥8천만 원 이상

A6. 귀하의 재배경력은?   (        )년

A7. 현재 귀하께서 주로 재배하시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        )

A8. 현재 귀하께서 주로 재배한 품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논벼   ②채소   ③과수   ④전작   ⑤특작   ⑥화훼   ⑦축산  ⑧기타

※ 전작은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을 의미합니다.

부록 1

혁신성과 확산에 관한 농업인 인식도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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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현재 기준으로 귀하께서 주로 재배하고 계신 품목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매우 전통적 

품목
<<

비교적 전통적 

품목
<< 보통 >> 비교적 신품목 >> 매우 신품목

0 1 2 3 4 5 6 7 8 9 10

재배시설 및 

자재가 거의 

필요하지 않음

<<

비교적 재배시설 

및 자재가 적게 

요구됨

<< 보통 >>

비교적 재배시설 

및 자재가 많이 

요구됨

>>

매우 높은 수준의 

재배시설 및 

자재가 필요함

0 1 2 3 4 5 6 7 8 9 10

주산지 형성이 

매우 잘되어 있음
<<

비교적 주산지 

형성이 되어 

있음

<< 보통 >>

주산지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음

>>

주산지 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0 1 2 3 4 5 6 7 8 9 10

A10. 10년 전 귀하께서 주로 재배한 품목은 무엇입니까? 재배경력이 10년 미만이면 농업을 

시작할 때의 주 재배품목을 답하여 주십시오.    (        )

A11. 10년 전 귀하께서 주로 재배한 품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논벼   ②채소   ③과수   ④전작   ⑤특작   ⑥화훼   ⑦축산  ⑧기타

※ 전작은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을 의미합니다.

A12. 10년 전 기준으로 10년 전 귀하께서 주로 재배한 품목의 특성은 어떠하였습니까?

매우 전통적 

품목
<<

비교적 전통적 

품목
<< 보통 >> 비교적 신품목 >> 매우 신품목

0 1 2 3 4 5 6 7 8 9 10

재배시설 및 

자재가 거의 

필요하지 않음

<<

비교적 재배시설 

및 자재가 적게 

요구됨

<< 보통 >>

비교적 재배시설 

및 자재가 많이 

요구됨

>>

매우 높은 수준의 

재배시설 및 

자재가 필요함

0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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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 형성이 

매우 잘되어 있음
<<

비교적 주산지 

형성이 되어 

있음

<< 보통 >>

주산지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음

>>

주산지 형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0 1 2 3 4 5 6 7 8 9 10

A13. 농업생산활동에 있어 다음 중 귀하께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성

<<
다소 낮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성
<< 보통 >>

다소 불안정하지만 

비교적 높은 수익성
>>

불안정하지만 

높은 수익성

0 1 2 3 4 5 6 7 8 9 10

B. 신기술 도입 경로

B1. 10년 전(재배경력이 10년 미만이면 농업을 시작할 때)과 현재, 그리고 10년 후 귀하의 주 

재배품목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술 및 정보 습득 경로를 답하여 주십시오. 총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 주십시오.

10년 전 현재 10년 후

농업기술센터(교육, 상담, 홈페이지, 책자 등)

도농업기술원(교육, 상담, 홈페이지, 책자 등)

농촌진흥청(교육, 상담, 홈페이지, 책자 등)

농협(교육, 상담, 홈페이지, 책자 등)

농업인 모임(작목반, 공선출하회, 연구회 등의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선도농가

농자재 판매점(대리점) 및 업체 직원

대학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영농 컨설턴트

인터넷 및 SNS(기관 홈페이지가 아닌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밴드 등)

스스로 개발

기타(     )

총합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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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10년 전 (또는 재배경력이 10년 미만의 경우 농업을 시작할 때) 귀하의 주 재배품목과 

관련한 분야별 기술 및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였습니까? 총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 

주십시오.

품종(종자) 병해충 방제
재배(시비·전지·

전정·토양관리 등)
생리장해 수확후관리 판매·유통

농업기술센터(교육, 상담, 

홈페이지, 책자 등)

도농업기술원(교육, 상담, 

홈페이지, 책자 등)

농촌진흥청(교육, 상담, 

홈페이지, 책자 등)

농협(교육, 상담, 홈페이지, 

책자 등)

농업인 모임(작목반, 공

선출하회, 연구회 등의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선도농가

농자재 판매점(대리점) 

및 업체 직원

대학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영농 

컨설턴트

인터넷 및 SNS(기관 홈

페이지가 아닌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밴드 등)

스스로 개발

기타(     )

총합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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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현재 귀하께서 재배하시는 주 재배품목과 관련한 분야별 기술 및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있으십니까? 총합이 100%가 되도록 답하여 주십시오.

품종(종자) 병해충 방제
재배(시비·전지·

전정·토양관리 등)
생리장해 수확후관리 판매·유통

농업기술센터(교육, 상담, 

홈페이지, 책자 등)

도농업기술원(교육, 상담, 

홈페이지, 책자 등)

농촌진흥청(교육, 상담, 

홈페이지, 책자 등)

농협(교육, 상담, 홈페이지, 

책자 등)

농업인 모임(작목반, 공

선출하회, 연구회 등의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선도농가

농자재 판매점(대리점) 

및 업체 직원

대학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영농 

컨설턴트

인터넷 및 SNS(기관 홈

페이지가 아닌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밴드 등)

스스로 개발

기타(     )

총합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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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는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 >> 다소 그러함 >>
매우 

그러함

0 1 2 3 4 5 6 7 8 9 10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

제공하는 정보가 

전문성이 있다

정보와 관련하여 

소통이 편하고 

피드백이 빠르다

정보를 획득하기 

편리하다. 

(접근이 용이하다)

비용이 저렴하다

B5.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서술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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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도농업기술원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 >> 다소 그러함 >>
매우 

그러함

0 1 2 3 4 5 6 7 8 9 10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

제공하는 정보가 

전문성이 있다

정보와 관련하여 

소통이 편하고 

피드백이 빠르다

정보를 획득하기 

편리하다. 

(접근이 용이하다)

비용이 저렴하다

B7.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도농업기술원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서술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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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 >> 다소 그러함 >>
매우 

그러함

0 1 2 3 4 5 6 7 8 9 10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

제공하는 정보가 

전문성이 있다

정보와 관련하여 

소통이 편하고 

피드백이 빠르다

정보를 획득하기 

편리하다. 

(접근이 용이하다)

비용이 저렴하다

B9.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서

술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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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농협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 >> 다소 그러함 >>
매우 

그러함

0 1 2 3 4 5 6 7 8 9 10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

제공하는 정보가 

전문성이 있다

정보와 관련하여 

소통이 편하고 

피드백이 빠르다

정보를 획득하기 

편리하다.

(접근이 용이하다)

비용이 저렴하다

B11.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농협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서술해주

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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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농업인 모임(작목반, 공선출하회, 연구회 등)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 >> 다소 그러함 >>
매우 

그러함

0 1 2 3 4 5 6 7 8 9 10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

제공하는 정보가 

전문성이 있다

정보와 관련하여 

소통이 편하고 

피드백이 빠르다

정보를 획득하기 

편리하다. 

(접근이 용이하다)

비용이 저렴하다

B13.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농업인 모임(작목반, 공선출하회, 연구회 등)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서술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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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4.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선도농가는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 >> 다소 그러함 >>
매우 

그러함

0 1 2 3 4 5 6 7 8 9 10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

제공하는 정보가 

전문성이 있다

정보와 관련하여 

소통이 편하고 

피드백이 빠르다

정보를 획득하기 

편리하다. 

(접근이 용이하다)

비용이 저렴하다

B15.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선도농가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서술

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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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6.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농자재판매점(대리점) 및 업체직원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 >> 다소 그러함 >>
매우 

그러함

0 1 2 3 4 5 6 7 8 9 10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

제공하는 정보가 

전문성이 있다

정보와 관련하여 

소통이 편하고 

피드백이 빠르다

정보를 획득하기 

편리하다. 

(접근이 용이하다)

비용이 저렴하다

B17.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농자재판매점(대리점) 및 업체직원에 대한 애로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서술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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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8.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대학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 >> 다소 그러함 >>
매우 

그러함

0 1 2 3 4 5 6 7 8 9 10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

제공하는 정보가 

전문성이 있다

정보와 관련하여 

소통이 편하고 

피드백이 빠르다

정보를 획득하기 

편리하다. 

(접근이 용이하다)

비용이 저렴하다

B19.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대학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서술해주

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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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영농 컨설턴트는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 >> 다소 그러함 >>
매우 

그러함

0 1 2 3 4 5 6 7 8 9 10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

제공하는 정보가 

전문성이 있다

정보와 관련하여 

소통이 편하고 

피드백이 빠르다

정보를 획득하기 

편리하다. 

(접근이 용이하다)

비용이 저렴하다

B21.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영농 컨설턴트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서술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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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2.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인터넷 및 SNS는 어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 >> 다소 그러함 >>
매우 

그러함

0 1 2 3 4 5 6 7 8 9 10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

제공하는 정보가 

전문성이 있다

정보와 관련하여 

소통이 편하고 

피드백이 빠르다

정보를 획득하기 

편리하다. 

(접근이 용이하다)

비용이 저렴하다

B23. 농업관련 기술 및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인터넷 및 SNS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서술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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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역량 관련

C1.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보통 농업인들에 비하여 나는…

매우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0 << << 3 << 5 >> 7 >> >> 10

일의 순서를 정해 차례대로 처리할 수 있다.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우울함을 느끼지 않는다.

만일 일을 선택한다면 나는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좀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당황스러워하지 않는다.

큰 문제가 생겨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지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쉬운 일보다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더 좋다.

나의 농업기술혁신역량 수준은 평균 이상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 및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주변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변화를 추

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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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귀하께서는 다음의 전문교육을 수료하였습니까?

있다 없다

농업 마이스터 대학

신지식농업인

기타(    )

C3. 최근 5년간 정보 획득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해 참여한 모임 및 단체(연구회, 작목반 등)가 

있다.

①없다   ②있다 (          )개

C4. 최근 5년간 정보 획득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해 내가 조직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모임 및 

단체(연구회, 작목반 등)가 있다.

①없다   ②있다 (          )개

C5. 최근 5년간 정보 획득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해 참여한 교육이 있다.

① 없다

② 1~2회

③ 연평균 1~2회

④ 연평균 3~5회

⑤ 연평균 5회 이상 

C6. 최근 5년간 정보 획득 및 신기술 도입 관련 교육을 주로 어디서 받고 계십니까?

① 농업기술센터

② 도농업기술원

③ 농촌진흥청

④ 농협

⑤ 농자재 판매점(대리점)

⑥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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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 최근 5년간 귀하께서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해 하시는 활동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① 자료 및 정보검색

② 커뮤니케이션

③ 교육 및 학습

④ 동호회 활동

⑤ 전자민원

⑥ 상품 및 서비스 판매

⑦ 구직활동

C8. 최근 5년간 귀하께서는 선도농가로서 타 농업인에게 영농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없다

② 있다

C9. 최근 5년간 귀하께서는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타 농업인에게 영농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없다

②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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