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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1994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래 우리 사회는 점차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
을 강조하는 분권화의 길을 걸어왔다. 농촌지역도 스스로의 기획과 책임하에
지역 발전의 길을 모색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최근의 농촌개발정
책이 취하고 있는 ‘지역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은 지역 주체의 역량을
전제로 한다.
2000년대 초부터 농촌개발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지방의 실제적 필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적
지 않고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농촌지역 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개발사업 현장에서의 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실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바탕으로 역량 강화 활동의 효과 및
구체적 요구를 실증적으로 밝혀낸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이 연구는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현장의 실태와 요구에 기초하여 참여 주체
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정책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방의 사업 추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활동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분석 결과와 역량 강화 방안이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배양하기 위한 실천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되
기를 바란다. 또한 이 연구가 보다 장기적으로 농촌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
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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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환경 변화와 농촌개발사업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러한 목적하에 몇 가지 연
구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역량 및 역량 강화의 의미와 대상 범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관련
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농촌개발과 관련된 주체의 ‘역량’ 개념을 정리하
였다.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조직 개발’, ‘법률적·제도적 틀 개선’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역량 강화 활동을 검토하였다.
둘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존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
펴보고자 농촌개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기존 역량 강화 지원 프로
그램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였다. 농촌개발 정책사업을 지역농업개발, 향토산업
육성, 농촌관광개발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의 주요 정책사업과 결합하
여 추진되는 교육·훈련, 컨설팅, 학습조직, 토론회·포럼 등 네 가지 유형의 역
량 강화 활동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아울러 역량 강화 활동의 조력자로서
민간 부문의 농촌개발 전문 컨설팅업체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현행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의 요구에 얼마나 적합하게 공
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농촌개발사업 현장에서 각 참여 주체의 활동 및
역량은 어떠한 수준인지, 그리고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의 수요에 얼
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다면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세 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주요 참여
주체들이 수행하는 활동을 정리하였다. 그 바탕 위에 사업 추진 단계마다 어떤
유형의 역량 강화 활동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 조사를 수행하고, 실
제 현장에서의 실천 빈도와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 농촌 주민, 공
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Q-방법 조사를 수행하였다. 농촌개발 정책에 있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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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농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주체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면
향후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정책 방안을 도출할 때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역량 및 역량 강화의 의미와 대상 범위는 무엇인가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역량’이라는 개념은 주체를 누구로 상정하느냐에 따
라 ‘농촌개발 정책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과 ‘농촌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촌개발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특정 주체의 역량이 지역사회
내 행위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매개로 적절하게 누적될 때 농촌 지역사회 전체
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역량 강화는 ‘개별 인적자원 개발’, ‘조직 개발’, ‘제도적·법률적 틀 개선’이
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인적자원 개발 차원의 역량 강화는 개
인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지식에 대한 이해, 습득, 접근,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조직 개발 차원의 역량 강화는 공공·민
간·지역사회의 조직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 조직과의 관계까지 포함하여 조
직의 관리 구조, 수행 절차 등을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제도적 틀 차원
의 역량 강화는 다양한 부문과 수준에서 조직, 정부기구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또는 법률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역량 강화 정책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상향식 접근방법을 표방하는 정책사업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농촌개발 정책사업에서
역량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투
입이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역량 강화 활동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반적으로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활동을 장려하기보다는 컨설팅이나 일방향적인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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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관련 예산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었다. 중앙정부는 주로 집체식 교
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개발 역량을 강화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러한
형식 자체가 갖는 한계로 인해 역량 강화 활동의 현장성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한편 농촌개발 역량 강화 분야에 종사하는 조력자들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
히 전통적인 공공적·준공공적 기관 외에 민간 부문의 컨설팅 업체와 컨설턴트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농촌개발 조력자 규모가 확대된 것 자체를 성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확산 경향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민간 부문 조력 업체의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농촌 지역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되
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면 민간의 용역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
로운 조력 주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수가 크게 증가한 컨설팅 업체의 전
문 인력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소양을 함양시키는 것 또한 역량 강화 활동
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긴요한 일이다.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의 요구에 얼마나 적합하게 공급되고 있는가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사업 분야 모두에서 교육·훈련, 컨설팅, 학습조직,
토론회·포럼 등 네 가지 유형의 역량 강화 활동 중 학습조직 활동의 효과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천되는 빈도는 현저히 낮
았다.
지역농업개발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컨설팅이 효과적인 역량 강화 수단으
로 인지되었다. 하지만 주체들의 참여 분위기 조성과 동기 유발, 사업활동에 필
요한 기술 및 지식의 습득이라는 두 측면에서는 학습조직 활동이 가장 효과적
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지역 농업인들에게 전달
하거나 사업 참여 주체들의 결속을 유지하는 데는 교육·훈련이 효과적인 수단
으로 평가되었다.
향후의 역량 강화 활동이 초점을 두어야 할 요구는 ‘지역 농업인들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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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선 계획 후 지원 정책 추진체계 도입’, ‘지역농업 주체들의 파트너십 형
성 및 지도자의 갈등조정 능력 향상’, ‘지역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능력 신장’,
‘지역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력 기관 육성과 실제적인 비즈니스 계획 수
립 능력 향상’,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
영’ 등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향토산업육성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교육·훈련이 효과적인 역량 강화 수단
으로 인지되었다. 다만 사업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컨설팅이 가
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을 제외하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토
론회·포럼 활동이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 실행 단계에는 학습조직
이 효과적인 역량 강화 활동으로 인지되었다.
향후의 역량 강화 활동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요구는 ‘농촌 지도자의 주도하
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학습조직 운영’, ‘지역의 현안과 관련하여 다수
의 주민이 참여하는 포럼 활동과 현장 맞춤형 교육 활성화’, ‘소규모 시범사업
을 통해 주체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하는 정책 추진체계 확립’, ‘다
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농촌관광개발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의 모든 단계에서 교육·훈련
이 가장 효과적인 역량 강화 활동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육·훈련을 제외하면,
사업 초기 단계 및 실행 단계에서는 토론회·포럼 활동이 효과적인 역량 강화
수단으로 인지되었다. 컨설팅은 세부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인 역
량 강화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학습조직 활동은 지역 진단, 비전 및 발전 방향
설정, 자금 및 자산 관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도
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의 역량 강화 활동이 중점을 두어야 할 요구는 ‘지역의 전체 구성원의
사업 참여를 위한 동기 유발’, ‘선 계획 후 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 ‘사업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학습조직 활
동과 시범사업을 통한 경험 축적 기회 제공’, ‘비즈니스 수행에 필요한 실무적
능력 신장’, ‘중앙의 집체식 교육·훈련과 병행하는 지방 주도의 농촌 지도자 교
육·훈련’ 등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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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향후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일곱 가지로 정리
하였다. 첫째, 농촌지역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일반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셋째, 역량 강화 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업 참
여 주체들의 학습조직 활동을 촉진하여 사업실행 조직을 견고하게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참여 주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학습하여 실제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선 계획 후 지원’의 정책 추진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채용하고, 참여 주
체들이 작은 규모의 사업을 경험한 후 더 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정책 추
진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파트너
십 또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촉진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구상과 지방자치단
체 수준의 실험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기초하여 농촌개발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을 중
앙정부가 주도해야 할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할 것으로 구분하여 제
안하였다.
중앙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개
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촌개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여러 분야의 것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개발 지도자 교육·훈련 과정의 기획 및 평가를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변화하는 정책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역계획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농촌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습조직 활동을 적
극적으로 권장하고 유인하는 것이다. 학습조직 활동은 ‘실천을 통한 학습’ 원
리에 가장 근접하고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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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이다. 둘째, 농촌개발 거버넌스(governance)를 형성하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개별 사업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사
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 시범사업
부터 시작해 점차 경험을 축적하면서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 차원에서 동시에 선 계
획 후 지원의 정책 추진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역량을 충분히
축적한 주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 실행 전에 계획을 충실히 수
립할 시간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개
발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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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strategies and measures to help participants
build capacity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Decentralization and diffusion of
bottom-up approach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are the main contextual factors
in this study.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 parts. First part is to review the definition
of capacity building and the three dimensions of capacity building in rural
development policy. Second part is to review the governmental efforts and
practices relating to the capacity building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Third
part is to assess participants' needs for capacity building in rural areas. Through
some case studies and Q-methodology, we discuss which activities the
participants do and which supports they need in order to build their own capacity
at each step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 cycle. Fourth part is to envisage
several strategies and measures to build the participants' capacity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Rural community's capacity and participants' capacity in particular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 context of
discussion. A rural community's capacity can be built when various actors
involved in different development projects successfully build their own capacity
and when they are well organized and networked in the community. Therefore,
three dimensions of capacity building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rural
development policy; human resource development, organizational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With the emphasis of bottom-up approach in rural development, the
human and financial inputs for capacity building have increased drastically in the
field of rural development policy. However the governmental investments in
capacity building area seem to have been inefficient in that resources have been
used in one-way manner. For exampl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referred consulting and training to organizing self-directed learning groups and
forums. This strengthened dependency on external professionals with the result
that local actors were obstructed to build their own capacity.
Four types of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were identified in this study;
training, consulting, organization of learning units, and forum activity. Through
the survey we conducted, the effectiveness of these types of activities was

x

evaluated by local actors. According to the fields of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steps of a development project cycle, the effectiveness of four capacity building
activities was differently perceived.
Based on the results of preceding analyses, we proposed several strategical
orientations to build the local participants' capacity as followings. First, the
government's effort to strengthen leadership in rural areas should be continued.
Secondly, it is needed that the existing governmental training programs for
capacity building include more diverse range of clients such as local
governments' officers. Thirdly, actions for capacity building should be focused on
the needs of participants in the fields. Especially organizing learning units is very
important. Fourthly, rural development policy should establish a proper systemic
process in which local actors are able to prepare to plan and implement their
projects with enough period of time and opportunity of 'learning by doing'.
Finally, local partnerships or networks should be support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searchers: Jeong-seop Kim, Sang-jin Ma, and In-hye Kwon
E-mail: jskkjs@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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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 15년이 되었다. 그동안 농촌개발정책에는 많은 변
화가 있었다. 특히 정책의 접근방법이 바뀌었다. ‘지역 접근방법(territorial approach)’과 ‘상향식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이 강조되고 확산되었다.
지역 접근방법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는 발전 전략을 강조한다. 지역
의 특수한 여건에 기초하여 농업 생산과 농산물 산지유통 부문을 재조직하려
는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가공하여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
어 판매하거나 지역의 어메니티(amenity)를 바탕으로 농촌관광 시장에 진입하
려는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상향식 접근방법은, 발전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
에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소수의 지도자보다는 지역의 다
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 상향식 접
근방법을 표방하는 농촌개발 정책사업들이 등장하였다. 농촌지역 주체가 스스
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모제 방식의 정책사업을 여러 중
앙정부 부처가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 온 분권화의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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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던 몇 해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새로운 접근방법에 걸맞게 사업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과거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지역개발계
정 자금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되면 교육‧훈련, 컨설팅, 학습조직 육성, 토론회 등의 활동을 개별 정책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실행했던 지금까지의 역량 강화 활동은 현재 수준만큼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10년부터 실시되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의 7대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에
‘지역발전 역량 강화’가 새로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역량 강화는 지방분권화와
농촌지역 발전의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새로운 접근방법을 표방하며 추진한 그동안의 정책사업 현장에서는 교육‧훈
련, 컨설팅, 토론회 등 이른바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하도록 하는 일이 많았
다. 중앙정부가 관련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때로는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한 과잉 지원’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예
를 들어, 2009년 한 해 동안 신활력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에 투입된 보조금이
평균 35억 원 정도인데 교육‧훈련, 학습조직 육성, 포럼활동, 컨설팅 등 역량
강화 분야에 투입되는 금액은 평균 2억 8,300만 원으로 8.1%를 차지했다. 전국
에서 2009년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을 계기로 투입된 역량 강화 관련 사업비
총액은 198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으나 그 성과를 측정
하기는 쉽지 않다.
심대한 정책환경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동안 실천했던 역량 강화 활동에 대
한 성찰은 매우 부족했다.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농촌지역의 주체들이 효과적으
로 대응하려면, 역량 강화 노력을 어떤 면에서 개선해야 하는가? 이 연구의 목
적은 정책환경 변화와 농촌개발사업 현장에서의 요구를 고려하여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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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존의 역
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의 추진 실태를 살펴본다. 어떤 형식과 내용의 역량 강
화 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둘째,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
램이 현장의 요구에 적합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농촌개발사업의 주
요 참여 주체인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어떤 형식과 내용의 역량 강화 활동이 필요한지 조사하고 분석한
다. 셋째, 농촌개발 분야 역량 강화 관련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민 등 다양한 관련자들로부터 향후의 정책 방향에 대
한 의견을 조사한다. 넷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주요 연구 내용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내용을 구성하
였다.
▪ 연구문제 1. ‘역량’, ‘역량 강화’의 의미와 대상 범위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역량 강화를 위한 기존의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정
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역량 강화 측면의 과제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현행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의 요구에 얼마나 적합하게 공급
되고 있는가?
∘ 농촌개발사업 추진 현장에서 참여 주체들의 활동 및 역량의 실태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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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각 참여 주체에게 어떠한 역량이 요구되는가?
∘ 공무원, 전문가, 농촌주민 등 관련자들이 생각하는 필요 역량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4.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면 정책을 어
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역량’을 ‘특정 농촌개발 정책사업 참여 주
체의 역량’과 ‘농촌 지역사회의 역량’으로 구분하여 정의했다. 그리고 인적자
원 개발, 조직 개발, 법률적·제도적 틀이라는 세 차원에서 ‘역량 강화’의 의미
를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의미
하는 바를 밝히고 역량 강화 활동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역량 강화를 위한 기존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파
악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단위의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다. 주요 정책사업에
수반하여 실시되는 지역 현장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급 실태를 분석하는 한
편,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시책을 검토하고 그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은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현행 역
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다면적으로 파악
하였다. 먼저 사업 추진 단계마다 참여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각 참여 주체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이 기
대되는지 그리고 미흡하거나 결여된 역량은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주
요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로 그 실천 실태를 조사하고 효
과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Q-방법 조사를 실시하여 농촌개발사업 분야별
로 공무원, 전문가, 농촌주민 등 관련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강화 요
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역량 강화의 대상, 내용, 수행 방식, 시스템(제도
및 정책 추진체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방
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고할 만한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정책 방안
도출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1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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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역량 강화 활동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
하려면 어떠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논하였다. 또한 장기적이고 거시
적인 관점에서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도 제
시하였다.

2.2. 연구 방법
문헌연구, 사례조사, 설문조사 등을 수행했다. 역량 강화와 관련한 선행연구,
관련 정책사업 시행지침 등 정부 문헌, 외국의 관련 정책 자료를 검토하였다.

표 1-1. 사례 조사 대상과 방법
조사
방법

사례조사

2차 자료
분석

1

조사 지역 및 대상

주요 내용

사업 분야

경기도,
농촌희망심기
프로그램

선 계획 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지자체 주도의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농촌관광개발

전북 남원시 등,
귀농·귀촌 관련
활동

지역 내 사회단체와 지자체 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지역 역
량 강화 사례

농촌개발 일반

전북 진안군,
참여 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

지역 내 농촌개발사업 참여 조
직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
역 역량 강화 사례

지역농업개발 및
농촌관광개발

경남 함양군,
사과연구회

학습조직 육성을 통한 지역농업
개발 사례

지역농업개발

영국,
Parish Plan Policy

주민참여적 발전계획 수립 촉진
을 위한 시범적 지원 시책

농촌개발 일반

국내외 관련 사례는 별도의 장으로 다루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본문 중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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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활동
실태를 파악하였다. 140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량 강화 활동 실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사업의 일환으로 역량 강화
활동에 투입한 보조금 규모, 역량 강화 활동 수행 정도, 역량 강화 활동의 효과
에 대한 인지도, 사업실행 조직의 개발 정도, 주민 참여 방식과 참여 정도를 파
악하였다.
사례조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그리고 참여 주
체별로 수행하고 있는 역량 강화 활동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였다. 농촌지역 현
장에서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역량 강
화 방안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모델을 찾으려는 목적도 있었다.
역량 강화 관련 요구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Q-방법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
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농촌주민 등 농촌개발사업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와 관련한 요구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역량 강화
활동의 대상, 내용, 수행 방식, 지원 체계(제도 및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다양
한 요구를 제시하고 그 응답을 분석하여, 그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역량 강
화 요구의 주요 패턴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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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역량’ 및 ‘역량 강화’의
의미와 대상 범위는 무
엇인가?

‘역량’ 및 ‘역량
강화’의 개념과
범위

◦ 문헌 연구를 통한 ‘역량’ 및 ‘역량 강
화’의 개념 정의
◦ 문헌 연구를 통한 ‘역량 강화의 차원’
및 ‘역량 강화 활동’의 내용 정리



․기존 정책은 어떤 방식으
로 진행되고 있는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과제는 무엇인가?

농촌개발
역량 강화 관련
정책 현황과 과제

◦ 정책사업에 수반하여 실시되는 역량 강
화 프로그램 공급 실태 분석
※ 농식품부 9개 주요 정책사업 대상
◦ 중앙정부 차원의 역량 강화 관련 계획
및 시책 검토
◦ 기초생활권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역
량 강화 관련 과제 도출



․현행 지원정책은 현장의
요구에 얼마나 적합하게
공급되고 있는가?
현장에서 참여 주체
별 활동 및 역량의
실태는 어떠한가?
참여 주체에게 어떠한
역량이 요구되는가?

◦ 사례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사
업추진 단계별 및 참여 주체별 활동
및 역량 실태조사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요구 분석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민 대상 설문조사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한 보조금 투입
규모
․사업유형별 역량 강화 활동의 특징
․역량 강화 활동의 효과성
◦ 공무원, 전문가, 주민 대상 Q-방법 조사
․역량 강화 요구의 주요 유형 파악(역
량 강화의 내용·형식·대상·지원체계
측면)

관련자들이 생각하는
필요 역량은 무엇인가?
+

․시사점을 얻을 만한 국
내외 사례는 무엇인가?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

◦ 농촌개발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와 관련
한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
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향후 정책을 어떻게 개
선해야 하는가?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

◦ 중앙 및 지방 차원의 역량 강화 지원정
책 개편 방안 제시
◦ 농촌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상의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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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와 분석 틀

‘역량’, ‘역량 강화’의 추상적인 정의는 경험적 분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다. 역량을 발휘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주체가 수행하는 활동이 무엇인가에 따
라, 필요한 역량의 내용과 역량 강화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역량’, ‘역량 강화’의 개념을 검토한다. 이어 연
구에서 사용할 용어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연구 대상이 되는 농촌개발사업
의 범위를 한정한 후,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한다.

1. 선행연구 검토

1.1.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과 농촌 지역사회의 역량
사전적 의미로 역량이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뜻한다. 농촌개발 분
야에서 역량의 개념은 ‘농촌 지역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역량 강화란 ‘그러한 힘을 축적하는 것’
2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포괄적이다. ‘발전’이라는 용어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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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떤 농촌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의 행위 주체로 간주하고 그 지역사회의 발
전 역량을 논의하는 것과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수행할 수 있는 개발 활동 능
력이라는 관점에서 역량을 논의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지역
사회의 발전(development-of-the community)’과 ‘지역사회 내 발전(developmentin-the community)’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리한 샤퍼와 썸머즈(Shaffer and
Summers, 1989)의 논의가 그런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사회 내 발전’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사회는 ‘주어진’ 것으로 간주된
다. 발전은 그러한 기존의 지역사회 내 특정 실체를 향상시키는 것을 뜻한다
(Wilkinson, 1991). 특정한 개발 활동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것을 성취
하는 것을 성공이자 개발 활동의 끝이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형태의 개발 활동
에는 새로운 산업 부문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 새로운 프로그램, 각종 제도와
조직을 확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런데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특정 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지역사회 발전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주장
이 있다(Brennan, 2003). 지역의 경제 구조를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주민들 사
이의 사회적·문화적 관계를 증진시키거나 지역사회 전체에서 발생하는 개발
요구 또는 기회를 포착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발전’ 입장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Summers,
1986). 윌킨슨(Wilkinson, 1991), 룰로프와 스완슨(Luloff and Swanson, 1995),
룰로프와 브리저(Luloff and Bridger, 2003) 등은 모두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주민 사이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집합적 행동 등을 강조하였다. 다양
한 지역사회 구성원 사이에 연결망(network)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조건이라는 것이다.
성장(economic growth)’이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의 발전 연구(development studies)는 발전이라는 개념 속에 경제, 사회, 정치, 제
도, 법률, 인적자원, 기술, 환경 등 제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시키기 때문
이다(Jingzhon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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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 개념 모두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
다. 물리적인 시설을 도입하는 것,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 경제발전
을 위한 특정 활동을 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특정 정책사업을 두고 그
자체로 지역사회 개발 활동의 모든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거나 지역사회의 기능에 필요한 공식적인 연결망
을 형성하는 데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거꾸로 사회적 관계 형성, 연결망 구축,
의사소통 촉진 등에만 노력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구체적인 편익을 만
들어내지 못한다.
농촌개발 정책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지역사회 내 발
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두 개념을 구분하여 역량 강화의 문제에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단위 정책사업들을 통폐합하고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기초 지
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 재원을 제공한다는 것은, 특정한 정책사업 참여 주체의
사업계획 및 실행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지역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발
전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뜻한다. 이때의 역량 강화가 특정 부문에서의
편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개발 활동과 결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의사소통, 거버넌스(governance) 등을 강조하
는 것은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내 발전’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개별 정책사업의 계획, 실행, 평
가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입장에서는 전체로서의 지역사회가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이끄는 내적 동력인 사회적 관계를 확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
이다. 따라서 ‘특정 농촌개발 정책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과 ‘농촌 지역사회의
역량(community capacity)’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1.1.1. 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농촌개발 정책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을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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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일련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어
떤 식으로든 역량을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수준의 역량 강화
전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촌개발사업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
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경제, 사회, 환경 등 제반 분야의 모든 사업을 ‘지역사회
내 발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야별로 그리고 사업별로 그 구체적인 활
동의 내용과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상향식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의 관리 조직인
LEADER 유럽 사무국이 농촌지역의 경제개발 사업 추진 경험을 토대로 개발
사업의 단계별 지원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LEADER European Observatory,
1997). 그것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모델은 개발사업의 준비 단계에서부
터 실행 단계까지 일정한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있다고 가정한다. 라이프
사이클의 각 단계마다 참여 주체에게는 정보, 교육‧훈련, 장비, 재정, 기술, 판
촉활동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역량 요구가 있으며 그것에 부합하여 제공해
야 할 지원 내용이 달라짐을 강조한다. 각 단계별로 사업 추진 주체에게 필요
한 지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그림 2-1).
∘ 초기 단계 정보 및 조언
∘ 참여 분위기 조성(animation)
∘ 일반적 교육‧훈련
∘ 전략적 방향 설정
∘ 사업계획(business plan) 수립
∘ 조직 관리
∘ 전문적 교육‧훈련과 자문
∘ 재정 관리
∘ 구체적 기술: 생산, 판촉, 마케팅 등
∘ 고정자산 관리: 사무소,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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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LEADER 프로그램의 농촌개발사업 라이프사이클
고정자산 관리
재정 관리
전문적 교육‧훈련과 자문
기술적 문제 해결
사업계획 수립
조직 관리
전략적 방향 설정
일반적 교육‧훈련
참여 분위기 조성(animation)
초기 단계 정보 및 조언
준비 단계

착수 단계

실행 단계

활동 내용

주: 음영 부분은 오른쪽의 단계별 활동이 실제 추진되는 시점을 표시한 것임.
자료: LEADER European Observatory(1997)

이 연구의 대상인 여러 분야의 농촌개발 정책사업에 LEADER 프로그램의
농촌개발사업 라이프사이클 단계적 지원 모델을 적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사
업 추진 과정 중 특정 국면에서 어떠한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지 검토하거나
특정 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수준을 평가하는 분석 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3

3

3장에서는 LEADER 프로그램의 농촌개발사업 라이프사이클을 바탕으로 지역농업개발, 향
토산업육성, 농촌관광개발 등 세 분야의 정책사업 추진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참여 주
체의 활동 실태 및 필요 역량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책사업 추진 현장을 보다 정확
히 반영한 사업 단계 구분을 위해 각 분야 정책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자 및 조력자로서
개입하고 있는 전문가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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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지역사회의 역량
앞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개념을 논의하면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지역
사회의 역량(community capacity)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에 배태
된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의 역량은 지역사회 그 자체를 규정한다. ‘잘 기능
하는(well-functioning)’ 지역사회가 있다고 할 때, 그 지역사회가 그렇게 잘 기
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역량이다(Chaskin, 1999).
가르코비치(Garkovich, 1989)는 자원 동원(resource mobilization)이라는 관점
에서 지역사회 역량을 설명했다. 개발사업에 투입할 자원 자체는 지역사회 발
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가용한 자원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실제로 그것을 동원하고 조직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은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원을 실제로 동원하고 조직
하는 능력이 자원 자체보다 중요한 지역사회의 역량이라는 것이다.
라이언(Ryan, 1987)의 연구에서 좋은 예시를 발견할 수 있다. 지역사회가 외
부로부터 제공되는 자금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자금 즉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마련한다면,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자
금을 확보할 기회가 있는 상황을 예로 들고 있다. 어떤 지역사회에서는 주민,
사업체, 여타의 조직들이 그 기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성금을 걷고 기부를
받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주어진 기간 내에 필요한 만큼 지역사회가 부담해
야 할 자금을 마련한다. 반면에, 다른 지역사회는 매칭펀드를 조성하는 일에 누
가 책임지고 나설 것인가의 문제를 혼란스럽게 논의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내 조직의 역할과 리더
십이 개발 사업에 투입할 자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채스킨(Chaskin, 1999)은 지역사회 역량을 ‘어떤 지역사회의 후생을 유지하
거나 증진하려 할 때 그리고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지렛대처럼 활
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인적·조직적·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
하였다. 그 주장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역량은 비공식적인 사회적 과정을 통해
서, 또는 개인, 조직, 개인이나 조직의 연결망에 의한 조직화된 노력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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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역사회가 속해 있고 지역사회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다 큰 체계(system)
에 의해 발휘될 수 있다. 지역사회 역량을 정의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잘 짜인 사회적 관계를 갖춘
지역사회는 그렇지 않은 지역사회와 비교할 때 동일한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
로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 ‘지역사회 역량’의 정의
구 분
Chaskin
(1999)

정

의

어떤 지역사회의 후생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려 할 때 그리고 집단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지렛대처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
회 내의 인적·조직적·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

Chaskin,

지역 공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후생을 유지하거나 향

Brown, &

상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 내의 인적 자본, 조직 자원,

Vidal(2001)

사회 자본 간의 상호작용

Thomson &

지역사회 구성원의 기술, 지적 수준, 가치관이나 인식, 개인-개인

Thomson

또는 조직-조직 간 협력과 지원, 상호작용, 신뢰 등으로 형성되는

(2003)

사회적 연결망

기초생활권 정책이 2010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상당한 규모의 정책자금이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것이다. 중앙정부가 기획한
개별 정책사업의 시행 지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여건에 맞추어 필요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
는 것이다. ‘개별 사업의 효과적 추진’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필요
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의 기획과 연계’라는 관점에서 농촌개발
정책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과제가 농촌 지방자치단체에 남겨졌다.
개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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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농촌개발 정책사업을 지역 내 어떤 주체가 담당
하게 할 것인가, 농촌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
을 이루어낸다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계획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질 것이다.

1.2. 역량 강화의 차원과 역량 강화 활동의 내용
농촌지역의 발전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농촌 지역사회의 역량’을 축
적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활동은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여러 가지 계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
UNCED(1992)는 역량 강화를 ‘인적자원 개발, 조직 개발, 법률적·제도적 틀이
라는 세 차원에서 관련 주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
다.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는 개인에게 정보 또는 지식에 대한
이해, 습득, 접근,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성과를 이루게 하
는 것을 뜻한다. 조직 개발 차원의 역량 강화는 공공·민간·지역사회의 조직 내
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 조직과의 관계까지 포함하여 조직의 관리 구조, 수행
절차 등을 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제도적 틀 차원의 역량 강화는 다양
한 부문과 수준에서 조직, 정부기구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또는 법
률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수년 동안 농촌개발정책 관련 연구들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선행연구들에서 제안된 역량 강화의 주요 내
용을 UNCED(1992)에서 제시한 세 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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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역량 강화 내용
구분

인적
법률·
조직
제도
자본

주요 제안

김정호
등
(2004)

●

∙ 참여 주체의 자발성에 입각한 네트워크 형성
∙ 산·학·연·관의 거버넌스 구축을 돕는 지원체계 마련

송미령
·성주인
(2004)

●

∙ 주민 교육‧훈련 기회 확대와 실질화
∙ 일방적 교육보다는 상호학습 필요

●

정기환
등

●

●

(2006)
김태곤
등
(2006)
송미령
등
(2006)

송미령
등

●

●

●

∙ 농촌지도자 육성
∙ 농촌지역 활성화를 주도할 사회조직 육성

●

∙ 참여 주체들의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강화 및 체
계화
∙ 지자체 공무원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 지역 외부의 지원조직 육성과 네트워킹

●

●

∙ 지자체 공무원 교육 강화
∙ 농촌개발활동 지원 조직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의 현장 조정 임무를 맡는 공
무원직 신설

●

∙ 농촌개발사업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학습
확대
∙ 지자체의 사업 기획·집행·평가 등 역량 강화
∙ 지역 내외의 네트워킹
∙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

(2007)

송미령
등
(2008)

●

∙ 주민 주도의 조직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역량 강화
∙ 파트너십에 기초한 정부-주민, 지자체-주민-기업대학-전문가 등의 협력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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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활동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첫
째, 참여자 개인의 인적 역량 못지않게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농촌개발사업 추진 조직과 외부의 파트너십(또는 네트워킹)이
강조된다. 셋째,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확대된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2. 용어 정의와 대상 사업 범위

2.1. ‘역량 강화 활동’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역량 강화’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 연구
에서는 ‘농촌개발 역량 강화 활동’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행위에 한정한다(그림 2-2 참조). 첫째, 교수자의 의도에 의해 설계된 방식에 따
라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인 ‘교육‧훈련’이다. 둘째, 학습자들이 집
단적이고 주도적으로 관련 지식·정보를 획득하며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학습
조직’ 활동이다. 셋째, 농촌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특정 문제를 해
결하려 컨설턴트가 직접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인 ‘컨설팅’이다. 넷째, 농
촌 지역사회의 개발 의제, 전략적 방향 등을 정립하기 위해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수렴하는 ‘토론회‧포럼’ 활동이다.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가 개발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를 얻
으려 연구개발 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는 역량 강화 활동
에 포함된다. 하지만 그러한 활동은 참여 주체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
니라 외부의 전문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참여 주체의 역
량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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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역량 강화 활동’의 정의
역량 강화 활동

역량 강화 활동 내용

교육‧훈련



학습조직



컨설팅



토론회‧포럼
활동

교수자의 의도에 의해 설계된 방식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
달하는 과정
학습자가 집단적이고 주도적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며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활동
농촌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컨설턴트가 직접 필요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농촌 지역사회의 개발 의제, 전략적 방향 등을 정립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수렴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2.2. ‘참여 주체’의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 농촌개발 정책사업의 참여 주체를 ‘사업의 계획,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및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조작적으로는 농촌개발 정책사업의 지원 자금을 받아 실무를 추진하
는 ‘지역주민(농업인 등)’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한편 농촌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하면서 조력하는 컨설턴트, 관련 전문가
등이 있다. 이들은 사업에 관여하지만 책임과 권한이 없고 컨설팅 등의 제한된
형태로 사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참여 주체로 정의하지 않는다. 다만 농촌개발
사업의 ‘조력자(조력 주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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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참여 주체’ 및 ‘조력자’의 정의

중
앙
정
부

계획
농
촌
개
발
사
업

↓

권한

+

실행
↓

지역 주민
(농업인 등)

책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조력자’
컨설팅 등
￭전문 컨설턴트
지원

평가
‘참여 주체’

2.3. 연구 대상 농촌개발사업의 범위
농촌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는 광범위한 활동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모두 농촌
개발사업이라 볼 수 있다. 농촌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문화적 자산 등을 효과
적으로 관리하는 활동도 넓은 의미에서 농촌개발 활동에 포함된다. 다문화가정
이나 노령화 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것들만을 농촌개발 정책사업으로 한정하여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촌지역의 ‘비즈니스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몇 가지 주
요 정책사업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정했다.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 육성을 각기 목표하는 정책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여러 정책사업을 지역농업개발, 향토산업육성, 농
촌관광개발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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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연구 대상 농촌개발사업

<지역농업개발 분야>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 분야>
향토산업육성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

<농촌관광개발 분야>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한 정책사업은 다음과 같다(그림 2-4 참
조).4 첫째, 지역농업개발 분야의 정책사업으로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농산
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둘째, 향토산업육성 분야의 정책사업으로 향토산업 육성 사업, 신
활력지역 지원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포함시켰다. 셋째, 농촌관광개
4

일부 정책사업의 경우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어 두 가지 이상의 사업 분야에 포함되기도
한다.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이 그 예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에는 해당 시 또는 군
에서 추진한 세부사업 내용을 참조하여 각각의 관찰치를 지역농업개발, 향토산업육성, 농
촌관광개발 등의 세 분야 중 하나에 배치하여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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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분야의 정책사업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
사업,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3. 분석의 틀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가 수행하는 활동과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어떠한
역량 강화 요구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려면 일정한 분석 틀이 필요하다. 2절에
서 잠정적으로 정의한 ‘역량 강화 활동 유형’, ‘참여 주체’, ‘연구 대상이 되는
3개 농촌개발사업 분야’의 범주를 바탕으로 역량 실태 및 요구 분석의 틀을 설
정하였다. 조사․분석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공통적으로 지역농업
개발, 향토산업육성, 농촌관광개발 등 3개 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참여 주체와 조력 주체가 수행하는 활동과 그에 따른
기대 역량을 파악하려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지역농
업개발, 향토산업육성, 농촌관광개발의 세 분야에 대해 각기 사업 추진 단계를
구분하고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활동과 기대 역량을 파악했다. 다음으로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네 가지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 실천 정도와 효과성을 평가했다. 그리고 공무원, 전문가, 농촌 주
민 등 사업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Q-방법 조사를 통해 역량 강화와 관련한 주
요 요구(담론)를 파악하였다. 역량 강화 활동의 대상·내용·수행·방식·지원 체계
(제도 및 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다양한 요구를 제시하고 그 응답을 분석하여,
이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역량 강화 요구의 주요 패턴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다양한 분석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하여,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2-5>에 제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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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연구의 분석틀
연구
방법

실태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3개 농촌개발사업 분야별
구분

참여
주체별

조력자

지역농업
개발
지역
주민

Q-방법
조사

사업추진
단계별

컨설팅
업체

역량
학습조직
강화
활동
컨설팅
유형별
토론회‧
포럼 활동
관련자
(공무원, 전문가,
농촌 주민 등)

조사․분석
결과

농촌관광
개발

사업추진
단계별

지자체
공무원

교육‧훈련

설문
조사

향토산업
육성

▷

사업추진
단계별

대안
제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수행 활동
및 기대
역량 도출
역량

…

▷

실천 정도
및 효과성
평가

주요 요구 주요 요구 주요 요구
▷
(담론) 도출 (담론) 도출 (담론) 도출

주요 역량
강화 요구
파악

…
…
…

▶

강화

분석

방안

결과
종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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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촌개발 역량 강화 관련 정책 현황

농촌개발 정책사업의 패러다임이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전환되면서 역량 강
화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그리고 농
촌개발사업 현장에서 진행된 역량 강화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낳은 것은 분명
하지만, 투입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장에서는
농촌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기획하고 실행한 각종 지원 프
로그램의 현황을 정리한다. 아울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민간 부
문 조력 주체의 현황도 살펴본다.

1. 중앙정부의 농촌개발 역량 강화 관련 계획과 시책

1.1. 주요 농촌개발사업에 수반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요 농촌개발 정책사업의 시행지침에서 여러 유형의 역
량 강화 활동을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 동반하여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중앙 단위의 교
육‧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실행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중앙 단위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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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있다. 중앙 단위의 교육‧훈련은 농촌관광개발 분야의
마을 단위 정책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중앙 및 지방 단위에서 이루
어지는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중앙 단위
지원 프로그램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중앙단위 지원조직이 실행
∘ 1인 1촌 전문가 지원: 중앙단위 지원조직이 실행
∘ 농어촌지역개발 리더십 육성과정: 중앙단위 지원조직이 제공하는 집체식 교육
∘ 도농교류활성화 리더십 육성과정: 중앙단위 지원조직이 제공하는 집체식 교육
∘ 농촌마을종합개발 동기화과정: 중앙단위 지원조직이 제공하는 현장 집체식 교육
∘ 녹색농촌체험마을 동기화과정: 중앙단위 지원조직이 제공하는 현장 집체식 교육
∘ 마을사무장 교육과정: 중앙단위 지원조직이 제공하는 집체식 교육
∘ 농어촌문화과정: 중앙단위 지원조직이 제공하는 집체식 교육

이처럼 사업시행지침에는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토론이나 학습보다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컨설팅이 더 강조되고 있다.
표 3-1. 주요 농촌개발 정책사업 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황
구분

중앙단위
지원 프로그램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농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지방단위에서 진행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훈련

컨설팅

토론회·포럼

학습조직

-

∘참여 주체
전문교육프
로그램 운영

-

∘농산업혁신
전문가위원
회 운영

-

-

∘일반교육(리 ∘컨설팅(계획,
더, 주민, 전 운영진단, 프
문교육)
로그램 개발)
∘ 견 학 ( 국 내 , ∘기본계획 수
국외)
립, 시행계획
수립

-

-

-

∘일반교육(리 ∘컨설팅(계획,
더, 주민, 전 운영진단, 프
문교육)
로그램 개발)
∘ 견 학 ( 국 내 , ∘기본계획 수
국외)
립, 시행계획
수립

-

-

기타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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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촌체험
지역네트
워크사업

중앙단위
지원 프로그램

-

지방단위에서 진행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훈련

컨설팅

토론회·포럼

학습조직

∘일반교육(리
더, 주민, 전
문교육)
∘견학(국내,
국외)

-

-

-

∘농어촌체험
∘일반교육
∘컨설팅(계획, ∘권역협의회,
프로그램
(리더, 주민, 운영진단,
마을개발협
개발·보급
의회,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위원회
∘1인 1촌 전문가 ∘견학(국내,
운영
지원
국외)
∘기본계획
수립,
시행
∘농어촌지역개
계획 수립
발 리더십
농촌마을
육성과정
종합개발
∘도농교류활성
사업
화 리더십
육성과정
∘농촌마을종합
개발 동기화과정
∘마을사무장
교육과정
∘농어촌문화과정
∘주민 교육‧ ∘컨설팅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훈련
∘계획수립
개발·보급
∘체험 프로그램
∘1인 1촌 전문가
개발
지원
∘농어촌지역개
발 리더십
육성과정
녹색농촌
체험마을 ∘도농교류활성화
조성사업
리더십 육성
과정
∘녹색농촌체험
마을 동기화
과정
∘마을사무장
교육과정
∘농어촌문화 과정

기타

인력지원

-

인력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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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앙단위
지원 프로그램

지방단위에서 진행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훈련

컨설팅

토론회·포럼

학습조직

-

-

∘주민 교육‧ ∘컨설팅
∘농어촌체험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견학
∘1인 1촌 전문가
농촌전통
지원
테마마을 ∘농어촌지역
개발 리더십
조성사업
육성과정
∘도농교류활성화
리더십 육성
과정
∘교육‧훈련
∘농어촌지역
개발
리더십
신활력
육성과정
지역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
리더십 육성
과정
향토산업
육성사업

-

-

∘컨설팅

∘지역혁신
포럼

∘계획수립
컨설팅
∘제품개발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및운영

기타

∘연구회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연구위탁
-

자료: 농림사업시행지침 2008년도, 한국농어촌공사(2009).

1.2.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지역개발 인력 육성 노력
2002년 이후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필두로 다수의 상향식 농촌개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인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농림수산식
품부는 농촌지역개발 역량 배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05년 ‘중장
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 대책은 2003년부터 실
험적으로 추진된 농촌개발사업의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구상이었다. ‘농촌지역개발 핵심 리더 양성’, ‘사업 참여
자 역량 강화’, ‘인력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인력육성과 개별사업의 연계 강
화’, ‘외부 지원그룹의 참여 활성화’ 등 5개 부문에 대한 17개 세부 지원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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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었다. 그동안 진행한 정부의 농촌지역개발 인력 육성 노력의 주요 내용
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고 간략하게 평가한다.

1.2.1. 농촌지역개발 핵심 리더 양성
농촌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이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에 관한 일반적 내용에서 실무적 내용으로 일부 개선되었다. 하지만 그간의 교
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평가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남아있다. 엄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농촌지역개발 리더십 육성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2.2. 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
‘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개발사업 동기화 교육과정’과 ‘사업주
제별 특화교육과정’, ‘공무원 특별강좌’가 세부 지원사업으로 제시된 바 있다.
‘개발사업 동기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최근 들어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지도
자 외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의 일반적 정보와 지식 제공을 목적으
로 하는 단기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녹색농
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특정 사업과 연계되어 실시
된다. 하지만 그간의 교육과정에 대한 심층적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업주제별 특화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특화교육과정의 대상과 주제를 점진
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는 2박 3일의 단기 교육과정으로 운영되
며, 마을사무장교육, 향토음식개발, 농어촌문화과정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 특별강좌’는 농업연수원 등에서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
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단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
으며,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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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인력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인력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부문에서는 ‘학적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교
육 관련 기관 간의 역할 정립’, ‘농촌지역개발 표준교재 개발 및 보급’, ‘지역개
발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 ‘On-Line 교육 시스템 구축’이 세부 지원사업으로
제시되었다.
농촌개발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기화(多岐化)하는 가운데 교육 참여
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재하였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학적관리 시스템을 계획하였으나 아직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구체적으
로는 ‘교육 학점 관리제’, ‘농촌지역개발 역량 단계별 자격인증제’ 등을 구상했
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교육 관련 기관 간의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은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안을 구상하여 매년 대책 수립을 계획했으
나 충실히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총괄적 기획‧조정안에서는 민간 교육기관이
주도적으로 세부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되, 교육강사·교재·교육방
법에 대한 표준화된 요건은 중앙정부가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결과 농촌
개발 관련 교육 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교육강사·교재·교육방
법 등의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련 서비스 공급 업체
들에게 중앙정부의 기본 관점을 제공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점
이 문제가 되고 있다.
‘농촌지역개발 표준교재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농촌마을 가
꾸기’라는 표준교재 2식이 개발되었으며, 현재 다른 분야의 표준교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개발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개발 분야별로 교육강사 풀
(pool)을 구축하는 한편, 교육강사들의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관련 연구가 활
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한편 온
라인(on-line)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 역시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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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인력육성과 개별사업의 연계 강화
‘인력육성과 개별사업의 연계 강화’ 부문에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인적
역량 규정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농촌지역개발 포럼 구성 및 운영’
등이 세부 지원사업으로 계획되었다.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인적역량 규정 도입’에서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사업 주체의 인적역량이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려 하였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 시 교육과정에의
참석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균특회계 개편에 따라 2010년부터 상당수
의 마을 단위 개발사업들이 통합되어 공모제 사업이 축소되면, 향후 이러한 규
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농촌지역개발 포럼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린투어
리즘 포럼 구성을 시도했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신활력지
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포럼활동들이 추진되었으나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2.5. 외부 지원그룹의 참여 활성화
‘외부 지원그룹의 참여 활성화’ 부문에서는 ‘농촌지역개발 인재뱅크 운영’,
‘농촌지역개발 실무전문가 인증제도 운영’, ‘농촌지역개발 인턴제 운영’, ‘마을,
시·군 단위 학습동아리 운영’, ‘신직업군 형성 및 활성화’, ‘출향인사와 마을 간
네트워크 활성화’이 세부 지원사업으로 제시되었다.
농촌지역개발 인재뱅크를 운영하고자 관련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농촌지역개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운영하지
못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자 중 일정 수준을 달성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
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이 역시 실천하지 못하였다. 또한 마
을, 면, 시·군 단위의 학습동아리가 자생적으로 조직‧운영되도록 촉진하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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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강화를 꾀하고자 하였으나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촌지역개발 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농촌관광 또는 지역개발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인턴 희망자를 모집·육성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는 ‘마
을 사무장 제도’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신직업군 형성 및 활성화’와 관련해
서는 현재 농촌개발 역량 강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기업 및 전문 인력 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새로운 직업군의 내실을 다지고
확대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중장기 대책에 포함된 세부 지원사업과 추진 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요약하여 <표 3-2>에 제시하였다.

표 3-2.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대책’의 내용 및 평가
구분
부문
농촌지역
개발 핵심
리더 양성

세부 지원사업
농촌지역개발
리더십 육성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연평균 350명 교육과정 이수자 배출
․교육일수: 이수자 1인당 연간 16일
• 교육 내용은 농촌지역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에 관한 일반적
내용에서 점차 실무적인 내용으로 약간 개선됨
• 그간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는 없었음

개발사업 동기화
교육과정

•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지도자 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초기의
일반적 정보와 지식 제공을 목적으로 특정 사업과 연계 실시
․1일 또는 2일의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현지 운영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2006～2009년, 4,274명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2007～2009년, 3,930명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2009년, 80명
• 그간의 교육과정에 대한 심층적 평가 부재

사업주제별
특화교육과정

• 특화교육과정 대상 및 주제의 점진적 확대
• 2박 3일의 단기 교육과정
․마을사무장 교육: 2006～2009년, 585명
․향토음식 개발: 2007～2009년, 679명
․농어촌문화 과정: 2008～2009년, 152명

공무원 특별강좌

• 농업연수원 등에서 단편적인 주제로 부정기적으로 관련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학적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농촌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다기화하는 가운데 교육 참여자의 체계
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계획했으나, 아직 구축하지 못한 상태임
․구체적으로는 ‘교육학점관리제’, ‘농촌지역개발역량 단계별 자격인
증제’ 등을 구상했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함

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

인력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2006～2009년 계획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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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문

세부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2006～2009년 계획량 기준)

• 농림부 농촌정책국이 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안을 구상
․매년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대책 수립을 계획했으나 충실히 진행
하지 못함
• 세부 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교육시행은 민간교육기관 중심으로 추
진하여 지역개발 교육시장 활성화를 꾀하되, 교육강사, 교재, 교육방
교육관련 기관 간의
법에 대한 표준화된 요건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기로 계획함
역할 정립
․지역개발 관련 교육시장은 큰 폭으로 확대됨(관련 민간 서비스 공
급 업체 80여 개로 추산)
․교육강사, 교재, 교육방법 등의 측면에서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서
비스 공급 업체들에게 중앙정부 보조금 사업의 기본 관점을 제공하
거나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함
농촌지역개발
표준교재 개발 및
보급

• ‘농촌마을 가꾸기’ 관련 표준교재 2식 개발
․현재 다른 분야의 표준교재 개발 추진 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역개발교육과정
질적 향상

• 지역개발 분야별 교육강사 풀 구축, 교육강사들의 포럼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관련 연구 활성화 등을 추진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진행하지 못함

On-Line 교육시스템
• 실천하지 못함
구축

인력육성과
개별사업의
연계 강화

외부
지원그룹의
참여 활성화

•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선정 시 교육
과정 참여 여부에 따라 가산점 부여
사업대상지 선정 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기여
․‘선 교육, 후 사업 실행’ 원칙 실천에 다소 기여
인적역량 규정 도입
※ 균특회계 개편에 따른 상당수의 마을개발사업 통합으로 인해 공모
제 사업이 축소되어 향후 실천이 어려움
지자체가 주도하는
농촌지역개발 포럼
구성 및 운영

• 그린투어리즘 포럼 구성을 시도했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신활력사업과 병행하여 다양한 포럼활동을 지원했고 추진하였으나,
포럼활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농촌지역개발
인재뱅크 운영

• 관련 전문 인력 D/B 구축, 농촌지역개발자문단 운영을 계획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운영하지 못함

농촌지역개발
•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중 일정 수준을 달성한
실무전문가 인증제도
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를 꾀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함
운영
• 농촌관광 또는 지역개발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인턴 희망
농촌지역개발 인턴제
자를 모집하여 육성하기로 계획
운영
․‘마을 사무장 제도’의 형태로 추진함
마을, 시·군 단위
• 마을 및 면 단위 학습 동아리의 자생적 발전을 구상했으나 실천하지 못함
학습동아리 운영
신직업군 형성 및
활성화

• 농촌개발 역량 강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기업과 전문 인력 노동
시장 형성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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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현황

2.1. 주요 농촌개발사업의 역량 강화 분야 지원 규모
2.1.1. 정책사업별 역량 강화 분야 지원 규모
주요 농촌개발 정책사업에서 역량 강화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지원 자금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417명의 시‧군 공무원 대상의 표본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
하였다. 사업의 총예산과 사업기간 동안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한 예산의 비율
을 바탕으로 역량 강화 부문의 투입 예산 규모를 추정하였다. 9개 주요 농촌개
발 정책사업별 역량 강화 분야의 투입 예산 규모는 <표 3-3>과 같다.
공모제 방식의 농촌개발 정책사업이 처음 시행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
년 동안 9개 정책사업의 예산 1조 5,325억 1,900만 원 중 역량 강화 분야에 투
입된 비용은 3,693억 7,9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24.1%를 차지한다. 사업 1개소
당 역량 강화 분야 연평균 예산 투입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이다(10억 2,300만 원).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8억 2,700
만 원),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7억 5,300만 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6억
8,3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2,600만 원), 농촌 전
통테마마을 조성사업(4,700만 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7,200만 원) 등
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았다. 전반적으로 지역농업개발 분야의 사업이 역
량 강화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2
(15.6%)
318
(19.7%)
84
(5.2%)
827
(51.2%)

16,150
8,269
(51.2%)

155
(7.2%)

464
(21.6%)

170
(7.9%)

1,023
(47.6%)

2,150

176,300

83,919
(47.6%)

학습조직

컨설팅

토론회･
포럼

합계

1개소당
연평균 예산

전체 사업 예산
(’02～’08)

전체 역량 강화
분야 예산(’02-’08)

6,149
(20.5%)

29,997

3,333

683
(20.5%)

17
(0.5%)

587
(17.6%)

23
(0.7%)

57
(1.7%)

9

210,820
(21.5%)

980,560

3,502

753
(21.5%)

81
(2.3%)

221
(6.3%)

29,212
(16.1%)

181,440

1,080

174
(16.1%)

29
(2.7%)

53
(4.9%)

21
(1.9%)

71
(6.6%)

301
(8.6%)
151
(4.3%)

168

280

10,651
(28.6%)

37,240

760

217
(28.6%)

31
(4.1%)

112
(14.8%)

25
(3.3%)

49
(6.4%)

49

9,391
(12.9%)

72,800

200

26
(12.9%)

2
(1.0%)

13
(6.3%)

6
(3.0%)

5
(2.6%)

364

7,956
(23.4%)

34,000

200

47
(23.4%)

3
(1.6%)

22
(11.1%)

11
(5.4%)

11
(5.3%)

170

3,012
(74.7%)

4,032

96

72
(74.7%)

5
(5.1%)

16
(16.3%)

10
(10.7%)

41
(42.6%)

42

369,379
(24.1%)

1,532,519

-

3,822
(24.1%)

421
(2.5%)

1,806
(9.5%)

653
(4.3%)

942
(7.8%)

-

전체

주: 1) 괄호 안은 전체 사업 예산에 대한 각 역량 강화 활동의 비율임.
2) 지방비와 자부담 금액을 포함한 예산이며, 융자 금액은 제외함.
3) 역량 강화 활동의 유형별 투입 예산은 1개소당 연평균 값임. 음영 처리는 각 사업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역량 강화
활동 유형을 의미함.
4) 2002~2008년 간 총개소 수는 동일 사업지구라도 연도별 각 1개소로 합산함.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2008~2009), 농림수산식품부. 예산내역설명서(2009),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2009).

1,615

173
(10.7%)

234
(10.9%)

교육·훈련

역
량
강
화
활
동

10

지역농업 농산물브랜드 친환경농업지구 신활력지역 농촌마을종합 향토산업 녹색농촌체험 농촌전통테마 농촌체험지역
클러스터사업 육성지원사업 조성사업 지원사업 개발사업
육성사업 마을조성사업 마을조성사업 네트워크사업

82

총사업개소 수
(’02～’08)

구분

단위: 개소, 백만 원

표 3-3. 주요 농촌개발 정책사업별 역량 강화 활동 투입 예산 규모(2002～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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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사업의 전체 예산 중 역량 강화 분야의 비율을 살펴본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의 역량 강화 분야 예산 규모는 일곱 번째로 작지만, 그 비율은
74.7%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51.2%, 지역
농업 클러스터 사업 47.6%, 향토산업 육성 사업 28.5%,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
성사업 23.4% 등의 순이다.

그림 3-1. 사업별 개소당 연평균 역량 강화 분야 예산 및 비율 비교
단위: 백만 원, %

72
47
26
217
174

753
683
827
1,023

0

200

400

600

23.4%
12.9 %
28.6%
16.1%
21.5%
20.5%

0.0

20.0

40.0

800

1,00 0

1,200

74.7%

51.2%
47.6%
60.0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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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분야 예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표
3-4 및 그림 3-2 참조). 9개 사업 전체에서 역량 강화 분야의 투입 예산은 2005
년에서 2006년 사이에서 경미하게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했
다. 특히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과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이 시작된 2005년에
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 938.4%를 기록했다.
표 3-4. 연도별 역량 강화 분야 투입 예산(2002～2008년)
단위: 백만 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

-

-

20,468
(43,000)

20,468
(43,000)

20,468
(43,000)

22,515
(47,300)

농산물브랜드
육성지원사업

-

-

-

-

-

1,654
(3,230)

6,615
(12,920)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

-

-

-

2,050
(9,999)

4,100
(19,998)

0
(0)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

-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

6,260
(38,880)

6,955
(43,200)

3,478
(21,600)

6,260
(38,880)

6,260
(38,880)

향토산업
육성사업

-

-

-

-

-

4,130
(14,440)

6,521
(22,800)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사업

464
(3,600)

671
(5,200)

826
(6,400)

1,213
(9,400)

1,729
(13,400)

2,167
(16,800)

2,322
(18,000)

농촌전통테마
마을조성사업

421
(1,800)

842
(3,600)

842
(3,600)

983
(4,200)

1,451
(6,200)

1,591
(6,800)

1,825
(7,800)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

-

-

-

-

143
(192)

1,004
(1,344)

1,865
(2,496)

전체 사업

886
(7,402)

1,513
(8,800)

7,928
(48,880)

전년도 대비
증감률

-

+70.8

+424.0

주: 괄호 안은 각 연도의 전체 사업 예산임.

52,705
52,705
52,705
52,705
(245,140) (245,140) (245,140) (245,140)

82,324
82,023
94,078
100,627
(344,940) (339,531) (389,632) (395,336)
+938.4

-0.4

+14.7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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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9개 주요 농촌개발사업의 역량 강화 분야 투입 예산 추이
단위: 백만 원

120,000
100,627

100,000
82,324
80,000

94,078
82,023

60,000
40,000
20,000
0

886
2002

7,928

1,513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5년부터 시작된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과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은 전체
사업 중 역량 강화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
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도 2006년도에 잠시 감소하였던 것을 제외하면 다
른 사업에 비해 역량 강화 활동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
다. 향토산업 육성 사업과 농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은 비교적 최근인 2007
년에 시작되어 2008년부터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역량
강화 분야 예산을 투입하였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과 농촌 전통테마마
을 조성사업은 2002년도부터 꾸준히 실행되었지만, 역량 강화 분야에 투입되
는 예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다음의 <그림 3-3>에서 9개 농촌개발 정책사업의 연도별 역량 강화 분야 투
입 예산 추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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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9개 농촌개발 정책사업별 역량 강화 분야 투입 예산 비교
단위: 백만 원
60,000
52,705

52,705

52,705

52,705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50,000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40,000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신활력지역지원사업

30,00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468

20,468

22,515

20,000
20,468

향토산업육성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10,000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9개 정책사업의 역량 강화 분야 예산을 지역농업개발 분야, 향토산업육성 분
야, 농촌관광개발 분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5 지역농업개발 분
야6의 역량 강화 활동 예산이 타 사업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 분야에 속
한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2005년에는 그 예산 규모가 204억 6,800만 원이었
는데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291억 3,000만 원에 달하였다. 향토산
업육성 분야는 공통된 2개 사업을 제외하고 향토산업 육성 사업만 포함되었으
므로 예산 규모는 크지 않다. 향토산업 육성 사업의 역량 강화 예산 규모는
2007년에 41억 3,000만 원 규모로 투입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65억 2,100
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농촌관광개발 분야7는 2002년 8억 8,600만 원에서

5

6
7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3개 분야에 모두 포함되는데, 역량 강
화 예산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분
야에 관계없이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3
개 분야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2개 사업을 분석에서 제외한다.
지역농업개발 분야의 연구 대상 사업 중 공통된 2개 사업을 제외하고 3개 사업이 포함된다.
농촌관광개발 분야의 연구 대상 사업 중 공통된 2개 사업을 제외하고 3개 사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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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0억 1,200만 원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타 분야에 비해 역량 강화 예
산이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3개 사업 분야 중에서는 가
장 작은 규모이다.
그림 3-4. 사업 분야별 역량 강화 분야 투입 예산 추이 비교
단위: 백만 원
100,000

35,000

90,000

85,186
80,128

80,000
70,000

88,095

30,000

78,700

61,856

59,506

60,000

63,727

22,518

65,486
63,095

59,660

50,000

29,130
26,221

25,000

64,976

지역농업개발

56,183

향토산업육성

40,000

20,468

20,000

지역농업개발
향토산업육성

15,000

농촌관광개발

30,000

농촌관광개발
10,000

20,000

5,000

10,000

886

0

1,668

1,513

2,195

3,323

4,762

6,012
6,521

4,130

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주: 오른쪽은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제외한 경우임.

2.1.2.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 지원 규모
역량 강화의 네 가지 활동 유형별로 투입 예산의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았다
(표 3-5 및 그림 3-5 참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적으로 컨설팅에 투입
된 예산의 비율이 35.7%로 가장 높았다. 교육‧훈련이 34.0%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두 번째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습조직 운영이 18.1%였다. 토론회·
포럼 활동의 투입 예산 비율이 12.3%로 가장 낮았다. 사업 1개소당 연평균 예
산 중 각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 비율을 비교해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난다. 컨
설팅 9.5%, 교육‧훈련 7.8%, 학습조직 4.3%, 토론회·포럼 활동 2.5%의 순이다.
정책사업 분야별로 살펴보아도 그러한 순위는 바뀌지 않는다. 다만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컨
설팅보다 교육‧훈련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이 더 높았다(표 3-3 참조).
참여 주체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학습하거나 상호 의견을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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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역량 강화 활동보다는 전문 업체 등에 사업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특정
조력 주체로부터 지식·정보를 전달받는 등 일방향으로 진행되는 역량강화 활
동 유형에의 예산 투입 비율이 약 70%로 주를 이룬다.
표 3-5.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 투입 예산
단위: 백만 원

개소당
연평균

2002

2003

2004

교육·훈련

942

189

326

2,923

학습조직

653

205

350

1,125

컨설팅

1,806

427

727

2,708

토론회·포럼

421

65

110

1,171

전체 역량 강화
활동 예산

3,822

전체 사업 예산

-

구분

886
1,513
7,928
(12.0%) (17.2%) (16.2%)
7,402

8,800

48,880

2005

2006

2007

2008

’02～’08

125,554
34.0%
66,715
14,967 14,875 16,511 18,682
18.1%
131,737
27,907 29,114 34,962 35,892
35.7%
45,374
10,363
9,911
11,290 12,463
12.3%
82,324 82,023 94,078 100,627 369,379
(23.9%) (24.2%) (24.1%) (25.5%) (24.1%)
29,087

28,123

31,315

33,590

344,940

339,531

389,632

395,336 1,534,521

주: 1) 괄호 안은 전체 사업 예산에 대한 역량 강화 활동 예산의 비율임.
2) 2002~2008년 예산을 합산한 칼럼의 음영 처리는 전체 역량 강화 활동 예산에서
각 유형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그림 3-5.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 투입 예산 추이
40,000
35,000
30,000
25,000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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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조직
컨설팅

15,000

토론회,포럼

10,000
5,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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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역량 강화 관련 컨설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업체 현황
농촌개발사업의 조력자로서 역량 강화와 관련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 서비
스를 제공하는 민간 부문 업체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8년 기준 총 63개 업
체에 460명의 전문 인력이 농촌개발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을 수행한 것으로 나
타났다(표 3-6 참조). 전문 인력 중에는 박사학위 취득자가 70명, 석사학위 취
득자가 122명, 학사학위 취득자가 268명 있었다.
컨설팅업체들의 전문 분야를 살펴보면 ‘농촌계획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운
영’ 분야 업체가 40개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홍보‧마케팅’ 분야 22개,
‘교육‧마을운영’ 분야 15개, ‘농업경영’ 분야 13개의 순이었다. 그 외에도 ‘경관
‧환경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운영’ 분야와 ‘건축‧토목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운영’ 분야, ‘정보화’ 분야 업체도 있었다.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농촌개발 분야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컨
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7년 동안 사업체
수는 약 2.2배 증가하여 65개, 전문 인력은 약 1.9배 증가한 465명에 이르렀다
(그림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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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분야별 컨설팅업체 및 전문 인력 현황(2008년 기준)
단위: 개, 명

구분

업체 수

전문 인력 수
박사

석사

학사 이하

사업계획 수립‧운영: 농촌계획

40

50

84

148

사업계획 수립‧운영: 경관‧환경

5

6

8

22

사업계획 수립‧운영: 건축‧토목

7

7

9

51

농업경영

13

20

34

44

교육‧마을운영

15

26

47

51

홍보‧마케팅

22

23

55

106

정보화

8

3

5

38

63

70

122

268

전체

주: 업체에 따라서는 다수의 분야에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체 수 및 전
문인력 수는 분야 간 중복될 수 있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08.12. 「농촌지역개발 컨설팅업체 현황」자
료를 바탕으로 집계함.

그림 3-6. 농촌개발 컨설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업체 및 전문 인력 추이

주: 농림수산식품부에 등록된 업체만을 집계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08), 농촌지역개발 컨설팅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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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컨설팅업체가 이처럼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전
략’을 강조하는 공모제 방식의 농촌개발 정책사업이 크게 증가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대책’이
시도했던 ‘교육‧훈련 시장 확대’라는 전략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촌개발 역량 강화에 조력하는 기능을 가진 공공 또는 준공공 기관(대학,
농촌지도기관 등) 외에도 민간 부문에서 조력하는 인력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폭증하는 역량 강화 활동 수요에
대응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공급하는 계기가 되
었다. 농촌개발 관련 전문 인력 노동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그러나 민간 사업체들의 활동이 농촌개발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려면 향후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부문 업체는 대부분 기초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 계약을 매개로 활동
한다. 그 활동은 지금까지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컨설팅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조력 시스템은, 업체가 지역사회와 이해관
계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농촌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역량
을 축적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지속적인 역량 강
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민간 부문 업체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조력 주체를
육성해야 한다. 농촌 지역사회 주민과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용역시장에만 의
존하지 않고 안정된 기반 위에서 공적 목적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조력 기
구(agency)가 필요하다.
농촌개발 분야 컨설팅 노동시장의 전문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그들이 실무 능력과 더불어 이론적 전문성을 함께 갖추도록 하는 재교육 체계
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이론적 소양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농촌개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추세를 역량 강화 활동에
내용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컨설팅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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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이상 전문 인력 중 농업 또는 농촌 관련 학위를 소지한 인력의 비중
은 그리 높지 않다(표 3-7 참조). 장기적으로는 농촌개발 역량 강화 부문에 종
사할 전문 인력을 고등교육 기관에서 육성하게 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인력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민간 부문의 전
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표 3-7. 전공 분야별 박사 및 석사급 전문 인력 현황
￭ 박사급 전문 인력 현황
구분

경제학
/농업경제

지역‧도시
(계획)

16
5
(농업경제 3 (환경계획 1
인력 수
포함)
포함)

건설‧환경
/토목공학
6

경영

관광

17
4
(축산경영 2, (관광경영 1
경영정보 1
포함)
포함)

조경

기타

4

24

주: 기타 전공분야로는 디자인학, 행정학, 원자력공학, 산업공학, 불교학, 사회학, 홍보
학, 생명과학, 스포츠미디어, 영양학 등이 있음.

￭ 석사급 전문 인력 현황
구분
인력 수
구분
인력 수

경제/농업경제

경영

관광경영(개발)

지역계획

건설‧환경/토목

조경

3

18

9

2

8

15

사회복지

기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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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4 포함)

건축

교육

1

3

마케팅/광고 산업미술/디자인
3

5
(그린디자인 1 포함)

주: 기타 전공분야로는 정보통신공학, 식물생태학, 정치학, 저널리즘, 행정학, 동아시
아학, 문화콘텐츠학, 디지털미디어학, 민속학, 무역학, 국제협력학, 인문학, 회계
학, 정책학. 원예학, 지역경제학, 화학공학, 신문방송, 식품영양학, 전략커뮤니케이
션학, 기계공학, 언론학 등이 있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08.12. ｢농촌지역개발 컨설팅업체 현황｣ 자료
를 바탕으로 집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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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역량 강화 관련 정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림수산식품부가 직접 통제하는 중앙 단위 교육 프로그램은 지속적으
로 진행되고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단기적인 집체(集體)식 교육 프로
그램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프로그
램으로는 ‘실행학습(action learning 또는 learning by doing)’의 원리를 충분히
구현하기 어렵다.
둘째, 역량 강화 활동은 대부분 농촌개발사업의 현장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민간 부문의 교육 및 컨설팅 시장에 맡겨진 상태이다. 그러나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공급자가 지역주민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지 평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은 미비하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가
시도한 각종 인증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조정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일부 사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동기화 과정 교육’은 사업 실행 초기에
현지에서 관련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정보와 정책 취지를 안내할 필
요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 수요가 충분히 확인되
고 있다. 그러나 균특회계 개편으로 인해 종래의 단위사업들이 대폭 통합되고
예산 지원 방식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므로, 현재와 같이 개별 사
업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넷째, 농촌지역개발 관련 포럼은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상당 부분
추진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되지 못하여 ‘포럼을 위한
포럼’ 수준에 머물러 의도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든 사업 현장에
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
한 공공 부문의 지원은 상당히 방대하다. 반면 이러한 예산 지원에 대한 체계
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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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역량 강화 활동 실태와 요구 분석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으로
는 교육·훈련, 컨설팅, 학습조직, 토론회·포럼 등 네 가지가 있다. 이 장에서는
어떤 유형의 활동이 사업의 추진 단계 중 어떤 국면에서 더 많이 활용되는지
그리고 더 효과적인지를 파악하여 현재의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
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사업 참여 주체와 조력 주체를 대
상으로 한 Q-방법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이는 농촌개발사업 관련자들이 생각
하는 역량 강화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1. 지역농업개발 분야

1.1. 사업 추진 단계별 참여 주체의 역할
지역농업개발 분야 사업의 추진 단계마다 참여 주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
하는지 살펴보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과 농산물(원예
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을 통해 일반화한 사업 추진 단계별
참여 주체의 활동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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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사업에서는 산(産)·학(學)·관(官)·연(硏)이 추진 주체가 된다. 산은
지역의 생산 및 가공업 부문 사업체, 학은 지역 대학, 관은 지방자치단체, 연은
연구‧개발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대
학부설연구소 등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
할을 수행하는 주체는 산, 관, 학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농협, 생산자협의회 대표, 가공업체 대표, 생
산 및 가공을 담당하는 일반 농업인 등이 포함된다.

표 4-1. 지역농업개발 분야 사업의 추진 단계별 참여 주체의 활동
사업 추진
단계

참여 주체의 활동
생산･가공업체

사업 추진
준비조직 구성

지역 대학

연구‧개발기관

컨설턴트

∙ 정책사업 공모 ∙ 정책사업 관련
관련 정보 수집
정보 수집 및
및 제공
제공

초기 정보
수집

참여 분위기
조성

지방자치단체

조력자의 활동

∙ 사업 응모를
∙ 사업 응모를
∙ 사업 응모를
위한 사전 논의
위한 사전 논의
위한 사전 논의
참여
주도
주도
∙ 사업 신청을
위한 추진
위원회 참여

출자 관련
∙ 출자(자부담)
합의

∙ 사업 신청을
위한 추진
위원회 참여
∙ 응모용 사업
계획서 작성
∙ 출자(군비 매칭)

∙ 사업 신청을
위한 추진
위원회 참여
∙ 응모용 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 신청을
위한 추진
위원회 참여
∙ 응모용 사업
계획서 작성

∙ 조정자
∙ 방향 설정
∙ 역할 분담
∙ 응모용 계획
수립
∙ 조정자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운영 방식
사업실행 조직
∙ 세부 사업계획 ∙ 세부 사업계획 ∙ 세부 사업계획 ∙ 세부 사업계획
자문
구성
수립을 위한
수립을 위한
수립을 위한
수립을 위한
∙ 세부사업
‧
토론 참여
토론 참여
토론 참여
토론 참여
조정 및 자문
세부 사업
∙ 세부 사업계획
∙ 경우에 따라
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계획 수립
이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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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을
∙ 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
위한 토론
∙ 선진지 견학
∙ 컨설턴트가
일반적
진행하는 교육
교육‧훈련
참여

∙ 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

∙ 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

∙ 선진지 견학
장소 섭외 및
안내
∙ 직무·기술
교육 제공
∙ 일반 농민
교육
∙ 사무국 직원
교육

∙ 사업단 경영
∙ 사업비 지급 및 ∙ 연구·개발 사업 ∙ 연구·개발 사업 ∙ 관련 정보
시스템
집행 감독
수행
수행
제공 및 외부
기술적 문제
구축·운영
∙ 세부사업 실행
전문가 소개
해결
∙ 시설·장비 조성
(지자체가
∙ 세부사업 실행
주도하여 사업
추진하는 경우)

1.1.1. 초기 정보 수집
사업 초기에 지역의 주체가 외부로부터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역
에 전달함으로써 참여 동기가 유발된다. 이 과정은 주로 두 가지 양상으로 진
행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정책 설명회나 각종 연찬회 등을 통해 정부사
업 공모에 대한 정보를 모아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관련 활
동이 시작된다. 또는 지방대학의 교수가 외부 활동을 통해 정책사업에 대한 정
보를 얻어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해당 정책사업
의 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기도 한다. 마을 단위 사업과는 달리 사업과 관
련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고 사업의 규모 및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지역 내의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제한되
어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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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참여 분위기 조성
사업 정보를 공유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업을 신청하기에 앞서 출자구조
등 사전 논의를 시작한다. 사전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공업체 또는 생산자 대표, 농협, 지방대학 교수 등 관
심을 가진 소수가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수의 지역 농업인들이 사업을 이해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활동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에 실제 출자 가능한 소수의 법인 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이나 생산‧가공업체 대표 등이 모여 출자와 관련한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
다. 이때 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나누어 세부 사업별로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협상에 가까운 비공식적 토론도 함께 진행한다. 이 과정에 컨설턴트가 개입하
는 경우도 있다. 전문 컨설턴트가 토론을 유도하고 출자가 가능하도록 중재‧조
정하며,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자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1.3. 사업 추진 준비 조직 구성
추진 주체 구성 등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면 사업 신청의 전제 조건인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른바 ‘응모용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사업계획에는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이 있어야 한다. 응모용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때에는 컨설턴트가 사업의 방향 설정, 관계자 간
이해관계 조정, 역할 분담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컨설턴트가 개입하
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지역대학의 교수가 사업계획 작성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진위원 중에서도 초기부터 사업 추진을 도모했던 일부 대표자들이 토론하
여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다수의 생산자 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
업계획을 수립한다. 이처럼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농업인을 대표하는 주
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
계획이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여 사업 실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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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계획을 크게 수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지역
의 일반 농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드
물다. 사업계획 수립 이전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활동도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1.1.4. 출자 관련 합의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시설 등을 확충하는 데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원
예 브랜드 육성사업 등의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참여 주
체들은 일정 정도 자부담을 해야 한다. 사업실행 조직을 농업회사법인 등의 조
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출자를 해야 한다. 사업비 전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부담 규모 역시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부담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출자자에게 중요한 관심거리가 된다. 생산기반시설이나 처리시설 등
의 건축 부지 확보 문제나, 사업을 통해 조성한 시설·건물의 소유권 문제 등 고정
자산 관련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 역시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관계자들 각자의 이권이 관련된
구조이므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 매우 중요
하다. 사업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중재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 참
여하여 갈등 조정 역할을 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의 사업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지역에 따라서는
전문 컨설턴트가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1.1.5. 사업실행 조직 구성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실행 조직인 운영위원회 또는 사업단을 구성하며, 실제 사업 시행을 위
해 사업 전략을 구체화하고, 세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한다. 이 단계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계자들 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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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해 토론하면서 세부 사업계획을 조정한다. 그러나 계획 조정 과정에서
지역 농업인 대다수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경
우는 드물다. 운영위원회 구성원 전체가 모이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비공식
적 회의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수시로 토론하고 논의 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에
게 추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컨설턴트가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과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한 경
우에도 운영위원회 전체 구성원이 모여 논의하기보다는 컨설턴트, 지방자치단
체 공무원, 운영위원회의 일부 관계자들이 모여 사전에 조율한 계획안을 두고
운영위원회 전체의 추인을 받는 방식이 흔하다.
세부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될 수
도 있고, 지방대학의 교수 또는 연구소 등이 될 수도 있으며, 초기에 사업을 조
직하기 시작했던 농협 등 생산자, 가공업체 또는 생산자 대표 등이 될 수도 있
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관계 공무원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에 참관하는 정도로만 관여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현실적이고 전략적으
로 접근하여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엄정히 판단하고 조정해 나가기
보다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각자가 원하는 부분을 챙겨 갖는 나눠먹기식
계획이 될 소지가 크다.
한편,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처럼 정책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사업실행 조직
으로 법인을 구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
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의 실제 시행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중
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생산자, 대학, 연구소 등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법인격을 갖춘 사업단이 구성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사업 진행에 그다지
관여하지 않고 사업비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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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토론 및 일반적 교육‧훈련
대개는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비로소 다수의 일반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 시작된다.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현장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의
일반 농업인들의 인식을 고양하려는 교육·훈련이 진행된다. 이러한 교육·훈련
을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컨설턴트가 교육 프
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참여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
과 더불어 관련 지식과 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필요 역량을 강화시키는 내용
이 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참여자들이 관여된 사업에서 이해 부족이
나 불만 제기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참여자 달래기’
식의 표면적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원예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생산자 교육과정으로 공동 출하를 위한 생산자 조직화 등의 내용이 중요
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일회적으로 국내외 선진지를 둘러보는 형태의 견학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식의 교육‧훈련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다.
사업의 주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교육·훈련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사업 추진
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토론 활동이 주로 이루어진다. 컨설팅업체가 참여
하여 지속적인 토론을 유도하고 정관 구성이나 관리 지침, 사업의 내용 및 방
식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사업실행 조직의 직원을 대상으로 총무, 회계, 마케팅 등 여러 분야의 직무교
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지역의 사업 현장에서 적절한 수준의 직무 능력을 갖춘
직원을 새로이 채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하는 일반 농업인
및 주요 관계자 외에도 사업실행 조직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능력 교육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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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기술적 문제 해결
세부사업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에 봉착하게
된다. 경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생산시설 건립, 장비 설치 등의 과제에 직면하
게 된다. 사업실행 조직이 스스로의 역량만으로 그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
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하는 컨설팅업체에 필요한 지식
이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컨설팅업체가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조언하
고 자문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
나, 직접 자문이 가능한 컨설턴트 등 다른 전문가를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1.2.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 실천 정도와 효과성 평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농업개발 분야의 사업 추진 과정 중에는 여러
형태의 역량 강화 활동이 수반된다. 대체로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
지만 컨설팅이 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특정
국면에서는 컨설팅 외에 다른 유형의 역량 강화 활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분야의 정책사업을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가지 유형의 역량 강화
활동이 어떤 빈도로 실행되고 있으며, 각각의 효과는 어느 정도로 평가되고 있
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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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지역농업개발 분야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 효과성 인지도 비교
항목

교육･훈련

학습조직

컨설팅

토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이해

74.4

72.1

60.5

60.5

참여 분위기 조성과 동기유발

69.8

74.4

62.8

58.1

지역 상황과 여건에 대한 진단

60.5

69.8

69.8

62.8

비전과 발전 방향 설정

55.8

62.8

67.4

62.8

세부사업 아이템 개발

67.4

58.1

69.8

55.8

사업활동에 필요한 기술·지식 획득

72.1

74.4

62.8

51.2

참여 주체 결속

72.1

60.5

55.8

55.8

상품이나 서비스 홍보·마케팅

60.5

58.1

60.5

55.8

추진조직 관리·운영

53.5

53.5

55.8

44.2

자금이나 자산의 효율적 관리

48.8

51.2

53.5

39.5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58.1

53.5

65.1

51.2

주: 1) 유형별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한 효과성의 객관적 비교를 위해 4가지 유형의 역
량 강화 활동을 모두 수행한 사업대상지 43개소의 담당자 응답 결과를 가지고
분석함.
2) 표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에 대해 수행한 각각의 역량 강화 활동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었다’ 또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뜻함.
3) 각 항목에서 1, 2위의 빈도를 보이는 유형의 역량 강화 활동에 음영 처리함.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론’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의 역량
강화 활동은 각기 사업 추진 과정의 특정 국면에서 다른 유형의 역량 강화 활
동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대체로 사업 실행 이전 단계의
역량 강화 활동이 사업 실행 단계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지역농업개발 사업에서 수반되는 역량 강화 활동이 사업 실행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덜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향후의 역량 강화
활동이 실행 단계에서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
한다.
컨설팅은 11개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가장 효과적인 역량 강화 활동인 것으
로 인지되고 있었다. 지역농업개발 분야의 사업에서 컨설팅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 상황과 여건에 대한 진단’, ‘비전과 발전 방향 설정’,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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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업 아이템 개발’과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수행해야 하는 핵심적인 활
동에서 컨설팅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홍보 및 마케팅’, ‘추진 조직 관리 운영’, ‘자금이나 자산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측면에서 타 유형의 역량 강화 활동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인지되었다.
교육‧훈련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이해’, ‘참여 주체의 결속’, ‘상품이
나 서비스의 홍보 및 마케팅’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인지되고 있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지역 농업인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교육‧훈련이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참여
주체의 결속에도 교육‧훈련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지역농업개발 분야의 사업이 산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한 농업인 조직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학습조직 활동은 농업인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체적인 기술이나 지식
을 습득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인 활동으로는
농업인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기술 및 지식 습득을 촉진하기가 어렵다는 점
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농업개발 과정에서의 학습조직 활동 사례: 함양군8
경상남도 함양군의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는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학습자들이 스스로
준비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활동하였다. 그 학습 활동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
다. 첫째는 연구회원들이 서로의 농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영농기술과 관련된 사항을 함
께 관찰하고 토론하는 ‘현장 토론’이다. 둘째는 매월 1회 연구회원들이 모여 토론하는
‘세미나’이다. 셋째는 연구회원들이 사과 관련 시험장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견학’이다. 이런 자기주도 학습 활동을 통해서 연구회원들이 습
득하는 지식은 주로 영농기술에 관한 것이었다.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시장에서 우위를 다지기 위한 중
요한 전략으로 인식된 상황에서, 사과를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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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들은 최대한 농약을 적게 살포하면서 색택
이나 맛이 좋은 저농약 사과를 생산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우
선 중요한 것은 농약 살포 횟수를 줄이는 일이었다. 농약 살포 횟수를 줄이면서도 병충
해 피해를 적게 입고 색택, 당도, 모양 등의 측면에서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립하고 공유하는 일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사과 연구회 회원 중에는 이
미 친환경 농법으로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 농업인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농업인
도 있었다. 서로 간에 앞선 영농기술을 공유하는 것이 연구회 학습활동 중 가장 기본적
인 것이었다. 수십 가지가 넘는 기술적 선택지(option)들을 서로 비교 검토하고 그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판단 기준은 농장을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자기 농장에서
직접 실험해 보는 것이었다. 연구회 학습활동 중 ‘현장 토론’과 ‘세미나’는 그런 기술 선
택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매개였다.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원 사이에 전파·공유되었던 과정을 보
다 미시적으로 고찰하면,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학습자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해 나가는
방식의 이른 바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에서
학습했던 기술을 그 개발 과정의 특징에 따라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농업
인 스스로 농장에서 실험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이다(유형 A). 둘째는 농업인이 외부
에서 개발한 기술을 학습하여 자기 농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이다(유형 B). 셋째는
외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농업인이 자기 농장에 맞도록 보완하여 적용하는 경우이다(유
형 C).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이든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에서는 연구회원이 그 기술
의 혁신적인 성과를 스스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농장 관찰과 토론이라는 학습과정을 통
해 확산되었다. 이는 혁신 기술의 수용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개별 농장 또는 지역의 특수
한 환경에 적응된 형태로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기술 적용의 성과까지도 올
려 주는 학습 방법이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유형 C'에 해당되는 기술의 도입에 자기

주도 학습의 원리가 매우 전형적인 형태로 들어맞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에서 ③
번 7회 방제력 기술에 관해 살펴보자. 7회 방제력이란 사과 재배 기간 1년 중 최소한의
농약 살포 횟수를 7회로 규정하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 어떤
농약을 살포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일종의 달력을 말한다.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는 이
미 대학에서 연구된 7회 방제력을 도입하면서 함양 지역의 기상 조건이나 기타의 지역
적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에 적응된 형태의 방제력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방제력은
연구회 회원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수동 과수 영농조합법인이 채택하여 조합원들은 의
무적으로 그것에 맞추어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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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사과 연구회가 학습한 기술의 개발 및 전파 유형>
연구회
유형 C

외부 기술개발자
(시험연구관,
대학, 선도농 등)

유형 B
유형 A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의 혁신기술 학습 내용>
기술적 내용

농약
저투입

8

기술 개발 및
전파 형태

①

초생 재배

* 제초제 사용의
필요성을 제거

B

②

미강과 미생물 발효제를 사용한
부숙 퇴비 제조법

* 사과나무의 내병성
강화

C

③

‘7회 방제력’

* 최소한의 농약
투입시기 판단

C

④

친환경 농업 부자재 사용
(포충용 트랩, 벌레 유도등,
성페로몬, 교미교란제, 목초액 등)

* 살충제, 살균제 사용
억제

B

⑤

병충해 예찰 기법
(루페 사용)

* 정확한 병충해 진단

B

⑥

미량요소 배합 기술

* 사과의 색택, 당도
향상

A

⑦

바닷물 시용

* 사과의 색택, 당도
향상

C

⑧

전지/전정 방법 개선

* 생산성 증대, 병충해
억제

A

관련

사과
품질
제고

기술의 일차적 목표

제시한 사례는 송미령·박주영·김정섭(2007)이 소개한 사례 연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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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업개발 분야에서 교육‧훈련, 학습조직, 컨설팅 등의 역량 강화 활동이
각기 특정 국면에서 유용한 것으로 시·군의 사업 담당자들 사이에 인지되고 있
지만, 실제로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유형의 활동이 실천되지는 않는다. 가장
높은 빈도로 실천되는 역량 강화 활동은 교육‧훈련(92.4%)이다. 그 다음으로 컨
설팅(84.8%), 토론(83.5%), 학습조직(65.8%)의 순이었다. 단위사업 예산 중 유
형별 역량 강화 활동에의 투입 비율 평균값은 컨설팅(10.8%)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교육‧훈련(8.0%), 학습조직(4.9%), 토론(2.8%)의 순이었다(그림 4-1 및
그림 4-2 참조).
실천 빈도나 투입 예산 비율을 놓고 볼 때, 인지된 효과성에 비해 사업 참여
주체들이 상대적으로 덜 수행하는 역량 강화 활동 유형은 학습조직 활동이다.
‘사업 참여 분위기 조성과 동기 유발’, ‘지역 상황과 여건에 대한 진단’, ‘사업
활동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 획득’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인지되는
학습조직 활동의 실천 빈도를 높인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지역농업개발 정책사업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농업인의 조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지역 상황과 여
건을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농업인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지역에 적합
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사업 실행 과정에서 필요
한 구체적이고 응용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사업성과
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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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지역농업개발 분야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 실천 빈도

그림 4-2. 지역농업개발 분야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 투입 예산 비율

1.3.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자 의견 조사 결과: Q-방법
지역농업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23명의 관련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Q-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이 분야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담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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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표 4-3 참조). 각 담론에서 가장 중시하는 역
량 요구를 찾기 위해 Q-방법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4)와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3)를 받은 진술문을 중심으로 주요 요구를 분석하였다.
지역농업개발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지식·기술 관련 역량 요구보다는 농촌개
발의 원론·관점에 대한 지식 요구가 많이 표출되었다. 아울러 다수의 지역 농
업인 참여, 다수 지역 농업인 간의 협력 또는 이해관계 조정과 관련된 역량 요
구가 강하게 표출되었다. 지역농업개발 분야의 정책사업이 대체로 지역사회 내
농업인들의 조직화 초기 단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
기술 습득 역량이나 생산자 또는 유통 조직이 구성된 이후에 등장하는 규범적
합의 등과 관련된 역량 요구가 상대적으로 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량 강화 활동의 현장성 심화에 필요한 수단으로는 학습조직 활동, 전문가
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육‧훈련 강화, 지역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
관 육성 등이 제시되었다. 역량 강화 활동의 대상자로는 농촌 지도자와 더불어
일반 주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일반 주민의 참
여 동기를 유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수 이해관계자의 협
력 및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네트워크) 형성, 지
도자의 갈등 조정 역량 신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한 그룹에서
만 발견되는 강조점으로 지역농산물의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을 신장시켜야 한
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6가지 주요 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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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지역농업개발 분야의 주요 역량 강화 요구
구분

주요 역량 강화 요구

담론 ‘가’

사업 추진 지역(마을)의 리더와 일반 주민이 농촌개발사업의 근본적 의미
를 이해하고, 이들 구성원 전체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역량이 중요하다

담론 ‘나’

농촌개발사업의 의미에 대한 지역(마을) 일반 주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주
민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되, 선 계획 후 지원의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론 ‘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때 리더
의 갈등조정 능력이 핵심적이다.

담론 ‘라’

생산된 상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 역량이 중요하며, 비전 공
유를 통해 주민(농업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되 리더가 사업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담론 ‘마’

지역과 밀접한 기관·단체가 농촌리더를 중심으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실제적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담론 ‘바’

지역의 현안을 놓고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이 효과적
이다

담론 ‘가’. 농촌개발사업의 근본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역량이 중요
이 그룹에 속한 응답자들은 리더, 지역주민 등 지역의 사업 추진 주체가 농
촌개발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미와 관점을 이해하는 것을 가장 중
요한 역량 강화 요구로 꼽는다[S1]. 사업 목적에 따라 시설·설비 투자 규모를 적
절하게 계획하는 역량 등과 같은 기술적 역량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S17].
누구를 대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는 농촌개발에 대한 올
바른 관점을 토대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농촌 리더를 육성하는 것
을 중요하게 인식한다[S10]. 아울러 지역(마을) 일반 주민의 역량을 함께 강화시
키는 활동 역시 필요하다고 여긴다[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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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수준과 사업 종류에 따라 내용과 접근방법을 달리하는 맞춤형 교
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담론 ‘가’ 그룹에게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S5].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시간과 고민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계획을 평가하여 정책사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 역시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덜한 역량 요구이다[S25].

담론 ‘나’. 일반 주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선 계획
후 지원의 정책추진 체계가 필요
이 그룹에 속한 응답자들은 역량 강화 대상으로 지역(마을)의 리더뿐만 아니
라 일반 주민(농업인 등)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S4]. 그리고 이들 사업 참여 주체가 농촌개발사업을 하는 근본적 의미와 관점
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둔다[S1].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적인 기술 등 실무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은 담론
‘나’의 응답자들에게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S3]. 또한 재무‧회계 측면
에서 전문적 경영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역시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S22].
한편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고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평가하
여, 사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정책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으
로 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다[S25].

담론 ‘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리더의 갈등 조정 능력이 핵심적
담론 ‘다’의 응답자들은 지역 내 관련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 또는 네트워크 형성이 역량 강화에 있어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S18]. 다양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중시하므
로, 참여자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중재·조정할 수 있는 리더의 역량을 배
양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S9].
반면 사업 추진 주체가 농촌개발사업의 근본적 의미와 관점을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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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요구나[S1], 소비자의 수요와 시장 트렌드를 파
악하여 상품을 기획하는 역량 등 비즈니스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구는
그리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S7].
농업인 등 사업 참여자들이 스스로 학습모임을 운영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방식의 역량 강화 활동에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는
반면[S2],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중앙의 큰 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
는 방식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S14].

담론 ‘라’. 상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 역량이 중요하며,
비전 공유를 통해 주민(농업인)의 참여를 이끌어내되
리더가 사업을 주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
담론 ‘라’의 응답자들은 사업을 통해 생산된 지역의 상품(농산물)을 시장에
원활히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역량 요구로 꼽았다[S19]. 그리고 역량 강화 대상 주체로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역의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S10]. 리더 육성과
더불어, 사업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주민(농업인)들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
을 이해하고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S15].
그러나 지역주민과 지역 상황에 밀접한 지역 기관이나 단체가 교육‧학습 프
로그램의 제공 주체가 되거나[S6], 중앙의 큰 기관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S14]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여러 지역의 농촌개발사업 주체
들이 모여 경험과 노하우를 토론하는 워크숍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도 효과적
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S24].

담론 ‘마’. 지역과 밀접한 기관·단체가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실제적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
이 그룹에 속한 응답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가깝고 지역의 상황을 잘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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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가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S6]. 반면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중앙의 큰 기관이 역
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다[S14].
교육·학습 프로그램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농촌 리더를 육성하
는 데 초점을 두고 제공되어야 한다[S10]. 일반 주민들(농업인 등)의 역량을 강
화시키는 활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S4].
담론 ‘마’의 응답자들에게 있어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는 정부 지원금을 받
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실제적 사업계획 수립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S11]. 비즈니스 수행의 실무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모여 지역 발전과 관련된 이슈와 비전을 논의하는 포럼
활동 활성화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S16].

담론 ‘바’. 지역의 현안을 놓고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이 효과적
이 그룹에 속한 응답자들은 중앙의 교육기관이 사업 참여자들을 소집하여
수행하는 집합교육보다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진행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S21]. 이러한 교육은 현장에서 지역 현
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지역
의 구체적 수요에 맞춘 교육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개발
교육이 학습자의 수준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 내용과 접근방법을 달리하는 맞
춤형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S5].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농촌개발사업 주
체의 역량 강화 활동에 종사할 전문적 공무원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그다지 중
요하지 보지 않는다[S12].
농촌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을 주도하는 농촌리더 육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지역 전체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고 본다[S10].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이슈에 속한다[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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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바’의 응답자들에게는 농촌리더, 지역주민 등 지역의 사업 추진 주체
들이 농촌개발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미와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원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1].
이상과 같은 6개 응답 집단이 25개 진술문에 대해 부여한 점수를 <표 4-4>에
제시하였다.

표 4-4. 지역농업개발 분야의 역량 강화 진술문별 획득 점수
no. 구분

S1

내용

S2

방식

주요
내용
농촌개발의

진술문
지역의 사업 추진 주체들(리더, 지역주민 등)이 농촌
개발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미와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론 담론 담론 담론 담론 담론
‘가’ ‘나’ ‘다’ ‘라’ ‘마’ ‘바’

4

3

-4

0

0

3

1

2

3

2

0

1

1

-3

-1

0

-1

2

3

4

-2

-2

-3

1

농촌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수준과 관
련 사업의 종류에 따라 내용과 접근방법을 달리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해야 한다.

-3

1

2

1

2

3

지역주민과 상황을 밀접히 이해하고 있는 해당 지역
의 기관·단체가 교육 또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조력기관
주체가 되어야 한다.

-1

-2

0

-4

4

0

소비자의 수요(선호, 취향)와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
여 상품(유·무형)을 기획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

1

-3

2

1

0

국내외 다른 지역의 성공적 사례들을 직접 견학하여
배우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0

-3

-1

0

0

2

미

사업 참여자(농업인, 농촌주민)들이 스스로 학습모임
학습조직 을 운영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방식의 역량 강화 활동이 중요하다.
S3

내용

S4

대상

구체적
기술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기술(예: 농가민박시
설 설치, 농산물 가공식품 광고) 등 실무적이고 풍부
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마을)의 리더뿐만 아니라, 지역(마을)의 일반 주

일반주민 민(농업인 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이

루어져야 한다.
S5

방식

S6 시스템

맞춤형
교육
지역

S7

내용 상품 기획

S8

방식

S9

내용 갈등 조정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

0

3

1

1

-3

S10 대상 리더 육성

농촌개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사업을 주도적
으로 이끌어 나갈 농촌리더를 육성해야 한다.

3

0

-1

3

3

-3

타 지역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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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S11 내용
S12 시스템

주요
내용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수
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해
계획수립
야 한다.
비즈니스

전문
공무원

S13 내용 공동 규범
S14 방식

S15 시스템

중앙교육
동기유발
(비전공유)

S16 방식

포럼활동

S17 내용

투자계획

S18 시스템
S19 내용
S20 시스템

S21 방식

파트너십
(네트워킹)
마케팅
파일럿
프로젝트
현장교육

S22 내용 재무‧회계
S23 대상

공무원
역량
경험과

S24 방식

노하우
공유

S25 시스템

진술문

선 계획
후 지원

담론 담론 담론 담론 담론 담론
‘가’ ‘나’ ‘다’ ‘라’ ‘마’ ‘바’

-1

-1

0

-1

3

-1

0

0

1

-1

-1

-4

0

0

-2

-1

1

-1

-1

-1

-3

-3

-3

-2

0

2

0

3

2

0

-2

2

2

-1

-4

-1

-4

1

0

1

-1

-2

1

-2

4

2

-2

1

-2

-1

-1

4

0

0

2

0

1

0

2

0

-1

-2

0

0

-2

4

0

-4

-2

1

-2

-2

1

1

1

-2

0

2

다양한 사업경험을 가진 여러 지역의 개발사업 주체
들이 모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활동
(워크숍 등)이 역량 강화에 중요하다.

2

-1

2

-3

-1

1

지역주민(농업인)들이 충분한 시간과 고민 끝에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정책사업 지
원 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3

3

1

-2

1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농촌개발 주체의 역량 강화
활동에 종사할 전문적인 공무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 참여자들이 합의하여 공동의 규칙(예: 품질관리 기
준 등)을 만들고 그것을 준수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중앙의 큰 기관이 역량 강
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제
공해야 한다.
정책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농업인)들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지역발전과 관련된 이슈
와 비전을 논의하는 포럼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사업 목적에 따라 시설 및 설비 투자의 규모를 적절
하게 계획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내 관련 종사자, 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네트워크)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개발한 유·무형의 상품(또는 서비스)을 시장에 널리
유통 및 판매하는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규모가 큰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 경
험하면서 역량을 축적하도록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해
야 한다.
중앙의 교육기관이 개발사업 참여자들을 소집하여 수
행하는 집합교육보다는 전문가가 지역을 찾아가 현장
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재무, 회계 측면에서 전문적 경영 기술 역량을 강화해
야 한다.
사업기획, 주민참여 유도 등 농촌개발사업을 이끌어가
는(지원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짙은 음영 처리는 가장 높은 점수(+4) 또는 가장 낮은 점수(－4)를 받은 경우이며, 옅은
음영 처리는 두 번째로 높은 점수(+3) 또는 두 번째로 낮은 점수(－3)를 받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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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토산업육성 분야

2.1. 사업 추진 단계별 참여 주체의 역할
향토산업육성 분야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 주체별로 어떠한 역할을 수
행하는지 살펴보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 육성 사업의 추진 과정을 통
해 일반화한 사업 추진 단계와 각 단계별 참여 주체의 활동은 <표 4-5>와 같다.
이 분야에서는 지역농업개발 분야와 마찬가지로 산(産)·학(學)·관(官)·연(硏)
이 추진 주체가 된다. 산은 주로 지역의 농특산물 가공업 부문 사업체, 학은 지
역 대학, 관은 지방자치단체, 연은 연구‧개발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대학부설연구소 등을 의미한다. 이 중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가공 부문 사업체로 볼 수 있다.
표 4-5. 향토산업육성 분야 사업의 추진 단계별 참여 주체의 활동
사업 추진
단계

참여 주체의 활동
생산·가공업체

사업 추진
준비조직 구성

지역 대학

연구‧개발기관

컨설턴트

∙ 정책사업 공모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초기 정보
수집
참여 분위기
조성

지방자치단체

조력자의 활동

∙ 사업 응모를
∙ 사업 응모를
위한 사전 논의
위한 사전
참여
논의 주도
∙ 사업 신청을
위한 추진
위원회 참여

∙ 사업 신청을
위한 추진
위원회 참여
∙ 응모용 사업
계획서 작성

∙ 조정자
∙ 방향 설정
∙ 역할 분담
∙ 응모용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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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참여
참여
참여
참여
운영 방식
사업실행 조직
∙ 세부 사업계획 ∙ 세부 사업계획 ∙ 세부 사업계획 ∙ 세부 사업계획
자문
구성
수립을 위한
수립을 위한
수립을 위한
수립을 위한
∙ 세부사업 조정
･
토론 참여
토론 주도
토론 참여
토론 참여
및 자문
세부 사업
∙ 세부 사업계획
∙ 경우에 따라
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계획 수립
이해
참여

일반적
교육‧훈련

∙ 사업 추진을
∙ 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
위한 토론
∙ 선진지 견학
∙ 컨설턴트가
진행하는 교육
참여

∙ 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

∙ 선진지 견학
장소 섭외 및
안내
∙ 직무·기술
교육 제공
∙ 일반 농민
교육
∙ 사무국 직원
교육

∙ 사업단 경영
∙ 사업비 지급 ∙ 연구·개발 사업 ∙ 연구·개발 사업 ∙ 관련 정보
시스템
및 집행 감독
수행
수행
제공 및 외부
기술적 문제
구축·운영
∙ 세부사업 실행
전문가 소개
∙ 시설·장비 조성
(지자체 주도
해결
∙ 세부사업 실행
사업 추진의
경우)

1.1.1. 초기 정보 수집
사업의 초기 단계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외부로부터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역에 전달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동기 유발이 일어나기 시
작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그다지 넓지 않아 주로 지방자치단
체 담당 공무원의 주도하에 몇몇 관련 사업체 경영주들이 정보를 전해 듣고 초
기 단계 논의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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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참여 분위기 조성
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업을 신청하기에 앞서 논
의를 시작한다. 사업 아이템 발굴이나 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통은 참
여자가 많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공업체, 지방대학 교수 등 사업 의지
를 가진 소수 사람만이 모여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나누어 세부사업별로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협
상에 가까운 비공식적 토론도 함께 진행한다. 이 과정에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 컨설턴트가 토론을 유도하고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자문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1.3. 사업 추진 준비 조직 구성
사업의 추진 주체 구성 등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면 사업 신청의 전제 조건
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른바 ‘응모용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사업계획에
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이 제안되어야 한다.
‘응모용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는 컨설턴트가 사업의 방향 설정, 역할 분담 등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다. 컨설턴트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업계획을 작성
한다.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토론
에서 결정되고, 참여하는 가공부문 경영체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는 방식으로
수립된다. 이처럼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다수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 특정 종류의 농특산물 가
공 부문이 활발하게 성장하려면 원자재를 공급하는 지역 내 농업인 등의 집단
적인 협력이 꼭 필요하지만,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계획
에서 핵심이 되는 원료 농특산물의 지역 내 공급체계를 구축하기가 어려워진
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지역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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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산업육성 전략에 대한 공감과 협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포럼 등 활발한 지역
사회 내 분위기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1.1.5. 사업실행 조직 구성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실행 조직인 운영위원회 또는 사업단을 구성하고, 실제 사업 추진을 위
한 사업 전략을 구체화하고 세부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운영위원회나 사업단이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합자회
사 등 본격적인 비즈니스 조직으로 진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
방자치단체가 감독하는 느슨한 형태의 사업단, 협의회, 위원회 정도의 사업실
행 조직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사업실행 조직으로서 특정한 법률적 요건을 충
족시키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세부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경
우에 따라서는 지방대학의 교수나 컨설턴트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컨설턴트의 개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집단별로 각자 이해관계가 있지
만 이를 적절한 근거에 따라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부
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성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계획이 도출되
기는 어려운 의사결정 구조이다.

1.1.6. 토론 및 일반적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컨설턴
트가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참여자의 사업
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직접적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
역량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향토산업육성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정보 제공 수준에 머무는 경우
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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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기술적 문제 해결
계획한 세부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 주체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기
술적 문제는 시장성 있는 신상품을 개발하는 일이다. 자체적으로는 신상품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컨설팅업체에 필요한 지
식이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컨설팅업체가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
우에는 그에 대한 직접적 자문을 수행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결책을 찾
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자문이 가능한 컨설턴트 등 다른 전문
가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2.2.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 실천 정도와 효과성 평가
<표 4-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교육‧훈련’이 효
과적인 역량 강화 수단이라고 인지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컨설팅’은 비전
과 지역 발전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그 효과성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지역농
업개발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업 실행 단계에서 역량 강화 활동의 효과성 인지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향토산업육성 분야 사업에서도 향
후의 역량 강화 활동이 사업 실행 단계에서의 실무 역량을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함을 뜻한다.
흥미로운 것은 ‘토론’의 효과성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다. 지역
농업개발 분야에서와는 달리 대부분의 항목에서 ‘토론’은 두 번째로 높은 효과
성 인지도를 보였다. 그리고 ‘학습조직’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홍보 및 마케팅’,
‘추진 조직 관리 및 운영’의 두 항목에서 교육‧훈련에 이어 두 번째로 효과성
인지도가 높았다는 점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사업 실행과정에
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지식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학습조직 활동이이 상당
히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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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향토산업육성 분야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 효과성 인지도 비교
항목

교육‧훈련

학습조직

컨설팅

토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이해

72.3

65.5

66.4

68.9

참여 분위기 조성과 동기유발

73.1

65.5

65.5

66.4

지역 상황과 여건에 대한 진단

71.4

66.4

66.4

67.2

비전과 발전 방향 설정

66.4

64.7

68.9

62.2

세부사업 아이템 개발

68.1

56.3

63.0

60.2

사업활동에 필요한 기술·지식 획득

61.3

60.2

58.5

60.7

참여 주체 결속

65.5

60.5

61.3

59.5

상품이나 서비스 홍보·마케팅

60.7

56.3

55.8

56.3

추진조직 관리·운영

65.8

63.2

59.3

59.8

자금이나 자산의 효율적 관리

58.0

54.8

55.2

49.6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62.1

57.8

59.5

58.3

주: 1) 유형별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한 효과성의 객관적 비교를 위해 4가지 유형의 역
량 강화 활동을 모두 수행한 사업 대상지 115개소의 담당자 응답 결과를 가지
고 분석함.
2) 표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에 대해 수행한 각각의 역량 강화 활동이 해당 항목
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었다’ 또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뜻함.
3) 각 항목에서 1, 2위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유형의 역량 강화 활동에 음영 처리함.

그러나 지역농업개발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효과성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학습조직’ 육성이라는 역량 강화 활동은 실제로는 현장에서 가장 덜 실천되고
있다. 실천 빈도를 볼 때 교육‧훈련(89.2%)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컨설팅
(81.4%), 토론(78.4%) 학습조직(53.9%)의 순이었다. 단위 사업 예산 중 유형별
역량 강화 활동에의 투입 비율 평균값은 컨설팅(7.5%)이 가장 컸다. 그 다음으
로 교육‧훈련(7.2%), 학습조직(2.9%), 토론(2.8%)의 순이었다(그림 4-3 및 그림
4-4 참조).
향토산업육성 분야에서도 학습조직 육성은 잠재력이 큰 역량 강화 활동 유
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지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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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훈련 방식의 역량 강화 활동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업 실행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림 4-3. 향토산업육성 분야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 실천 빈도

그림 4-4. 향토산업육성 분야 역량강화 활동 유형별 투입 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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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자 의견 조사 결과: Q-방법
향토산업육성 분야에 종사하는 12명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부
터 네 가지 담론으로 식별 가능한 역량 강화 요구를 도출하였다(표 4-7 참조).
지역농업개발 분야에서와 유사하게 ‘역량 강화 활동 대상자의 확대’가 중요한
요구로 드러났다. 역량 강화의 내용 측면에서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지식 요
구보다는 원론적인 관점을 참여 주체가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두드러지
며, 역량 강화 활동의 방식에서는 ‘현장성 심화’ 요구가 다양하게 표현된다. 제
도 및 정책 추진체계 측면에서는 경험을 통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역량 축적,
주민참여, 주체들 간의 네트워킹이 강조된다.
앞서 제시한 6가지 주요 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표 4-7. 향토산업육성 분야의 주요 역량 강화 요구
구분

주요 역량 강화 요구

담론 ‘가’

사업 추진의 명확한 관점을 제시해 주는 농촌리더의 주도하에, 사업 참여자들의
학습모임 조직·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 규범을 세우고 준수하는 역량이 중요

담론 ‘나’

담론 ‘다’

농촌개발사업의 근본적 의미에 대한 사업 추진 주체들의 이해를 토대로, 지역의
현안 및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포럼활동과 현장교육이 중요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
되, 공무원의 지원 역량도 중요하게 작용
- 주민들의 사업 이해와 비전 공유 과정을 통해 참여 유발

담론 ‘라’

지역(마을)의 일반 주민들이 중심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되, 다양한 주체들
간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
- 주민 역량 강화 시에는 학습자 수준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효
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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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가’. 사업 추진의 명확한 관점을 제시하는 농촌리더의 주도하에
참여자 간 학습모임 조직·운영을 통한 역량 강화
담론 ‘가’의 응답자들은 보다 원론적 측면에서 농촌개발에 대한 올바른 관점
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갈 농촌리더를 육성하는 일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S10].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서 사업 참여자들이 스스로 학습모임을

운영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역량을 강
화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본다[S2]. 따라서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가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는 방식은 지양하며[S6], 같은 맥락으로 농어촌
공사나 농협중앙회 등 중앙의 큰 기관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S14].
농특산물 가공과 관련한 사업에서는 품질관리 기준 등 사업 참여자들이 합
의하여 공동의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준수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
다[S13].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는 사업 참여자가 스스로의 문제의식
과 해결 의지를 가지고 참여적으로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역
량 강화 방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반면 담론 ‘가’의 응답자들은 재무·회계 측면에서의 전문적 경영기술과 같은
구체적인 기술적 측면에서의 역량 강화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S22].

담론 ‘나’. 농촌개발사업의 근본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지역
현안 및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포럼활동과
현장교육이 효과적
담론 ‘나’의 응답자들은 지역의 리더, 지역주민 등 사업 추진 주체가 농촌개
발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미와 관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
역량 강화에 있어 꼭 필요하다고 본다[S1]. 이들에게 있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기술 역량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따라서 소
비자의 수요(선호, 취향)와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유·무형의 상품을 기획
하는 역량[S7]이나, 개발한 유·무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에 유통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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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홍보·마케팅 역량은 그리 중요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비
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계획 수립 역량 역시 그 필요성에 있어
낮은 순위를 차지한다[S11].
사업 주체가 농촌개발사업의 근본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중시하는 만큼,
역량 강화의 방식 측면에서도 지역에 기반한 역량 강화 활동을 중시한다. 외부
로부터 일방향으로 주입되는 방식 혹은 일부 리더에 대해 집합적으로 제공되
는 방식의 교육보다는, 다수의 지역주민이 모여 지역발전과 관련된 이슈와 비
전을 논의하는 포럼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S16], 전문가가 해당
지역에서 현장의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중시한다[S21].

담론 ‘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가는
시스템을 구축, 공무원의 지원 역량도 중요하게 작용
담론 ‘다’의 응답자들은 규모가 큰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작은 사업부터
경험하면서 점차 역량을 축적하는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S20]. 이와 함께 정책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이 사업의 취
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참여자 간에 충분히 동기가 유발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긴다[S15]. 이들은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
추진 주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실질적 사업 수행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역량 강화 대상으로는 농촌개발사업을 이끌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S23]. 이는 지역주민 등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역량 있는 지역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주도
(지원)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들을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하는
것이다.
사업 수행 역량을 증진시키는 시스템 구축에 주목하는 이 그룹은 구체적인
기술 등 실무적 콘텐츠의 제공을 통한 역량 강화에는 크게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다[S3]. 마찬가지로 사업 목적에 따라 적절한 시설·설비 투자 규모를 계획하
는 역량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평가한다[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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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라’. 지역의 일반 주민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되,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 학습자 수준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효과적
담론 ‘라’의 응답자들은 지역(마을)의 리더뿐만 아니라, 지역(마을) 일반 주
민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S4]. 그리고 학습
자의 수준과 사업 종류에 따라 내용과 접근방법을 달리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
행해야 한다고 본다[S5]. 맞춤형 교육 방식을 선호하므로 농어촌공사, 농협중앙
회 등 중앙의 큰 기관에 의해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양한다
[S14].

한편 다른 지역의 성공적 사례 견학을 통한 학습의 역량 강화 효과에 대

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S8]. 또한 담론 ‘라’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
정에 있어 지역 내의 관련 종사자, 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파트너십(네트워크)을 형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역량 강화의 요소로 본다
[S18].

한편 역량 강화의 내용에 있어, 담론 ‘라’는 리더, 지역주민 등 지역의 사업
추진 주체가 농촌개발사업을 왜 하는지 그 근본적 의미와 관점을 이해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S1].
이상과 같은 4가지 담론에서 25개 진술문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점수를 <표
4-7>에 제시하였다.
표 4-8. 향토산업육성 분야의 역량 강화 진술문별 획득 점수
주요
내용

구분

S1

내용

농촌개발 지역의 사업 추진 주체(리더, 지역주민 등)가 농촌개발사업을 왜 하
는지 그 근본적 의미와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미

2

4

-1

-3

S2

방식

사업 참여자(농업인, 농촌주민)가 스스로 학습모임을 운영하면서 정
학습조직 보를 교환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방식의 역량 강화 활동이 중요
하다.

3

2

0

-2

S3

내용

1

-1

-4

-1

구체적
기술

진술문

담론 담론 담론 담론
‘가’ ‘나’ ‘다’ ‘라’

no.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기술(예: 농가민박시설 설치, 농산
물 가공식품 광고) 등 실무적이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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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주요
내용

진술문

S4

대상

일반주민

지역(마을)의 리더뿐만 아니라, 지역(마을)의 일반 주민(농업
인 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0

1

-2

4

농촌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수준과 관련 사업
의 종류에 따라 내용과 접근방법을 달리하는 맞춤형 교육으
로 진행해야 한다.

2

0

-3

3

지역주민과 상황을 밀접히 이해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기관·
단체가 교육 또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야 -3
조력기관
한다.

0

-1

0

1

-4

-1

0

국내외 다른 지역의 성공적 사례를 직접 견학하여 배우는 방
-2
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0

1

-3

맞춤형

담론 담론 담론 담론
‘가’ ‘나’ ‘다’ ‘라’

S5

방식

S6

시스템

S7

내용

S8

방식

S9

내용

갈등 조정

다양한 참여자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리
더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

2

1

1

S10

대상

리더 육성

농촌개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
끌어 나갈 농촌리더를 육성해야 한다.

4

-2

0

0

S11

내용

비즈니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계획수립 위한 실제적인 사업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

-3

1

0

S12

시스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농촌개발 주체의 역량 강화 활동에
-2
종사할 전문적인 공무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1

0

0

S13

내용

공동 규범

사업 참여자가 합의하여 공동의 규칙(예: 품질관리 기준 등)
을 만들고 그것을 준수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3

0

0

-1

S14

방식

중앙 교육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중앙의 큰 기관이 역량 강화를 위
-3
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1

-2

-4

1

0

3

2

다수의 지역주민이 모여서 지역발전과 관련된 이슈와 비전을
-2
논의하는 포럼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3

2

-1

사업 목적에 따라 시설 및 설비 투자의 규모를 적절하게 계
-1
획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

-3

1

S15

시스템

S16

방식

S17

내용

교육
지역

상품 기획
타 지역
견학

전문
공무원

소비자의 수요(선호, 취향)와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상품
(유·무형)을 기획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동기유발 정책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농업인)이 사업의 취지와 내
(비전 용을 이해하고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공유)
포럼
활동
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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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S18

시스템

S19

내용

S20

주요
내용

진술문

담론 담론 담론 담론
‘가’ ‘나’ ‘다’ ‘라’

지역 내 관련 종사자, 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
파트너십
간에 파트너십(네트워크)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네트워킹)
한다.

0

1

2

3

개발한 유·무형의 상품(또는 서비스)을 시장에 널리 유통·판
매하는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0

-3

0

-2

시스템

파일럿 규모가 큰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 경험하면
-1
프로젝트 서 역량을 축적하도록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1

4

-1

S21

방식

중앙의 교육기관이 개발사업 참여자를 소집하여 수행하는 집
현장교육 합교육보다는 전문가가 지역을 찾아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 -1
육을 강화해야 한다.

3

-1

1

S22

내용

재무‧회계 재무, 회계 측면에서 전문적 경영 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4

-2

-2

2

S23

대상

공무원
역량

사업기획, 주민참여유도 등 농촌개발사업을 이끌어가는(지원
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0

-2

3

2

방식

경험과
노하우
공유

다양한 사업경험을 가진 여러 지역의 개발사업 주체가 모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활동(워크숍 등)이 역량
강화에 중요하다.

0

-1

1

1

시스템

선 계획
후 지원

지역주민(농업인)이 충분한 시간과 고민 끝에 사업계획을 수
립한 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정책사업 지원 대상자를 결정 -1
해야 한다.

2

2

-2

S24

S25

마케팅

주: 짙은 음영 처리는 가장 높은 점수(+4) 또는 가장 낮은 점수(-4)를 받은 경우이며, 옅은 음
영 처리는 두 번째로 높은 점수(+3) 또는 두 번째로 낮은 점수(-3)를 받은 경우임.

3. 농촌관광개발 분야

3.1. 사업 추진 단계별 참여 주체의 역할
주로 마을단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촌관광 분야 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참여 주체의 역할을 살펴보
았다. 관련 전문가, 공무원, 농촌 주민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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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관련 주체들의 활동, 문제점, 역량 강화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정리한다.

표 4-9. 농촌관광개발 분야 사업의 추진 단계별 참여 주체의 활동
참여 주체의 활동
사업추진 단계

조력자의 활동
주민

초기 정보
수집

∙ 정부사업 설명회 참석

참여 분위기
조성

∙ 주민 대상 사업 설명회
∙ 주민 토론
∙ 사업계획(응모용) 수립

일반적
교육‧훈련

∙ 선진지 견학
∙ 중앙단위 집체식 교육참여
(지도자)

지자체 공무원
∙ 정부사업 공모 관련 정보
제공
[컨설턴트]
∙ 사업계획(응모용) 수립
관련 자문
∙ 선진지 견학 참관

[컨설턴트]
∙ 선진지 견학 장소 섭외
및 안내
[컨설턴트]
∙ 자원 조사
∙ 시장 수요 조사
∙ 주민토론 조직

∙ 주민 토론(개발 상품·서비스
전략적 방향 설정
아이템 도출)
∙ 마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 마을공동시설 소유권 등기
사업추진조직 구성 ∙ 체험관 운영비용 검토 및
대안 마련
∙ 수익배분에 관한 마을 주민
간 협약
사업계획 수립

∙ 마을 단체별 역할 부여
∙ 사업 전략의 구체화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술 습득
∙ 체험관(식당, 숙소) 건축
기술적 문제 해결
∙ 마을 내 영농시설 정비
∙ 홍보물 제작(웹페이지,
리플렛 등)

[컨설턴트]
∙ 정보제공, 조언

∙ 체험관 등 고정시설
설치에 관한 보조금 집행
감독

∙ 관련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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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초기 정보 수집
사업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태도에 따라서 주
민들이 사업 추진 기회에 관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공
모제로 진행되는 정책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마을단위 농촌관광개발사업은 균특회계 재정에 포
함되어 있어 2010년부터는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즉, 중앙정
부 차원의 공모는 없을 것이다.
공모제 방식의 농촌관광개발 정책사업이 사라지면 농촌관광개발 분야에 대
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관심이 있는 시·군에서는
현행의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
도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공모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던 때에도, 사례가 많
지는 않지만, 농촌관광마을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군은 공모에 응할 잠재력이
있는 ‘후보 마을’들을 두고 관리하여 사업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은 단순히 정책사업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후보 마을’ 주민들이 농촌관광 분야의 시장에 진입할 준비
를 하도록 돕는 변화 촉진자의 역할을 하였다. 관련 정책의 추진 방식이 포괄
보조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군의 공무원은 마을단위 농촌관광개발 사업을
일회성 사업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염두에
두고 상당한 시간을 들여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관점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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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진안군의 마을 가꾸기 사업과 지역사회 기여활동 사업

진안군은 의욕 있는 주체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시범사업을 실행하게 하여 경
험을 축적한 후, 그 성과와 잠재력을 평가하여 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실행하도
록 유도했다. ‘마을 가꾸기 사업’과 ‘지역사회 기여활동 사업’이 그런 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군의 282개 마을 중에서 마을 가꾸기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후보군 55
개 마을을 예비지구로 선정하여 소규모의 사업자금을 지원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사업인 1년 기간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
업과, 진안군의 독자적인 예산으로 수행하는 1년 기간에 150만 원을 지원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을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다. 이 두 종류의 사업 추진 성과로
해마다 5개 정도의 우수마을을 진안군의 자체 사업인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연간 4,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지원하는데, 그 자금은 대부분 마을 주민들의 교육·훈련에 활
용한다. 다시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을 평가하고 우수한 곳을 선정하여 약 2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국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
도록 진안군이 전라북도와 농식품부에 추천한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마을에 한해 보다 규모가 큰 산촌 생태마을 사업이나 마을 종합개발 사업 대상
지로 선정되도록 추천한다.
이처럼 다단계적인 과정을 모두 거치기까지는 5~8년이 소요된다. 이렇게 장
기간 동안 점진적인 방식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을 경험하게 하는 구조를 형성
한 것은 주민들의 개발 역량을 탄탄하게 형성하기 위한 진안군만의 독특한 정
책 기획이다. 진안군은 최근에 마을 수준이 아닌 개별 가구 단위에서도 지역사
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계획하여 시범적으로 200만～4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 성과를 보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
에는 다음 해에 보다 큰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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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진안군(2008)

<진안군의 마을 가꾸기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적 사업 추진 모델>

83

3.1.2 참여 분위기 조성
정책사업 공모기간에 임박하여 주민들이 정보를 얻게 되기 때문에 마을 안
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향후 마을 내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짧은 시일 내에 중앙정
부가 요청하는 조건에 맞추어 ‘응모용 사업계획서’를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 지
자체 공무원이 직접 또는 외부 컨설턴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작성한 사업계획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실질적으로는 기능하지 못한다.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
게 된다. 심지어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난 후에도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
참여 주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계획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이 주민들에게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과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어서, 불필요한 시행
착오를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역량보다는 의존한 외부 전
문가의 역량에 의해 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년부터 관련 전문가가 사업 초기에 마을
현장을 방문하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취지에 대해 안내하고 참여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동기화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전문역량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않고 일회적인 토론회 수준에 머물러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충분한 학습을 동반하는 자기 주도적 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 지원이
결정되는 ‘선 계획 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그 전제 조건으로 공모 시기 훨
씬 이전부터 주민들이 뜻을 모은 상태라면, 수개월 또는 1년 전부터 사업을 준
비하도록 마을 지도자와 일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훈련 또는 학습 과
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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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일반적 교육‧훈련
정책사업 추진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거나 또는 선정되기 직전에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 마을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소수의 주민들이 중앙 단위에
서 시행되는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일이다.
정책사업에 따라서는 그러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준수해야 할 조건으
로 명시하기도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이 교육과정은
지역 활성화를 주도할 인물들이 리더십을 함양하거나 숙지해야 할 일반적 수
준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중앙 단위 집체식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갖는 한계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참여자(지도자)들이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는 기여했을지 모르
지만 그 효과가 지역에 파급되기에는 부족하다(유정규, 2009). 둘째, 그 내용이
실제 사업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요구에는 부합하기 어렵다. 이론적
인 강의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농촌개발과 관련된 역량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중앙 단위에서 추진해 오고 있지
만, 집체식 프로그램이라는 형식으로 인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도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교육‧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현장에
서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적인 방식의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진행되는 현재의 역량 강화 활동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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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한국농어촌공사의 2009년 농촌개발 관련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교육 내용

인원

기초
과정

∙
∙
∙
∙
∙

도농교류 관련 법령 및 정책
고객 분석: 기업체, 병원, 학교 등
고객만족 서비스 기법
1인 1촌 전문가 활용 방안
도농교류 사례

강의,
토론,
사례발표,
현장견학

2박3일

25명

심화
과정

∙
∙
∙
∙
∙

마을브랜드 개발
농산물 유통 기법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유통기법
마을 홈페이지 관리
홍보마케팅 성공 사례

강의,
토론,
사례발표,
현장견학

2박3일

25명

강의,
토론,
사례발표

2박3일

60명

강의,
토론,
사례발표

2박3일

50명

도농
교류
활성화

∙ 농업·농촌 환경 변화의 이해
리더 ∙ 나의 행동유형 진단 및 특성 이해
동기화 ∙ 교류 분석을 통한 관계훈련 워크숍
∙ 팀별 비전 만들기 워크숍

농어촌
지역
개발

교수학습 기법 학습시간

실천
리더
양성1

∙
∙
∙
∙

체계적 사고개발
학습지향성 개발
성취지향성 개발
고객지향성 개발

훈련
훈련
훈련
훈련

실천
리더
양성2

∙
∙
∙
∙
∙

조직의 이해와 조직력 개발
합리적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
조직운영 사례 분석
권한위임 역량 개발 훈련
영향력 개발 훈련

토론,
사례발표

2박3일

40명

혁신
리더
양성1

∙
∙
∙
∙
∙

어메니티 및 지역자원의 이해
자원 조사 분석
지역개발계획 사례 분석 및 실습
원칙중심 사고 개발 훈련
투명한 관리 역량 개발 훈련

강의,
토론,
사례발표

2박3일

30명

혁신
리더
양성2

∙ 창의적 개선 역량 개발 훈련
∙ 지속적 도전 역량 개발 훈련
∙ 고객지향성 개발 훈련

강의,
토론,
사례발표

2박3일

30명

토론,
현장견학

1박2일

40명

∙ 농촌지역개발 관련 정책 이해
리더
∙ 지역경영의 이해
양성
∙ 리더 양성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토론, 평가
워크숍
∙ 농촌지역리더 네트워크 구성

자료: 유정규(200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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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전략적 방향 설정
농촌관광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
다. 사업 계획의 중심 뼈대가 되는 내용을 이 단계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숙박 서비스 중심의 농촌관광 마을을 가꿀 것인지 아니면 체험 프로그
램 위주의 농촌관광 마을을 가꿀 것인지를 이때 결정해야 한다. 주민들이 고객
들에게 공급하는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대략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전략적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야 한다. 어떤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를 어느 규모로 생산할 수 있을 지를 파악
하려면 동원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조사해야 한다. 잠재적 고객들이 어
떤 수요를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할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주민들 사이의 활발한 토론이다.
자원 조사나 시장 수요 조사를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시장 수요 조사가 그렇다. 대개의 경우 컨설턴트가 시장 관련 정보를 부
분적으로 제공하고 마을 조사도 직접 진행한다. 마을 주민들 사이의 토론을 컨
설턴트가 직접 조직하는 경우도 있다. 컨설턴트가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주
민들이 토론을 하기도 하지만, 수동적인 입장에서 컨설턴트의 제안을 일방적으
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업의 전략 방향을 심사숙고 끝에 결정해야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성이 발휘되지 않는 가운데 짧은 기간 동안의 계약에
의해 활동하는 컨설턴트가 이 과정을 주도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
고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시장 정보는 대체로 이론적인 수준인 경우가 많다.
되도록이면 작은 실험적 활동과 병행하여 사업의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일회성이지만 도농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는 등의 과정이 수반된다면, 훨씬 더 현실적인 전략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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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사업 추진 조직 구성
현재 추진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관광 관련 마을 단위 정책사업 중 농
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면 영농조합
법인 등 법인 형식의 조직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밖의 사업들은 그
런 지침이 수반되지 않는다. 법인격을 갖춘 사업 추진조직을 구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의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을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의 대부분은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건물,
방문객 숙소 등의 건물 신축에 사용된다. 건물 등 고정자산의 소유권과 사업
추진 조직의 법률적 형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보조금은 마을에 지급
되지만 모든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투
입하여 지은 건물은 마을 주민들의 공동 재산이지만, 그 건물을 활용하는 주체
는 마을 주민 전체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격을 갖춘 사업 추진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마을 대동회가 사업 추진 법인에 건물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소유권과 운영권 문제를 해결한다. 법인격을 갖춘 사업실행 조직을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 운영위원회’ 등과 같은 형식으로 사업실행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형식의 실행 조직을 구성하든 주민들이 합의한 규정을 정관 등의 형태
로 명문화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이때 주민들의 토론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하
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토론 끝에 합의한 정관, 사업실행 조직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컨설턴트가 제공한 정관을 마을 지도자들이 수
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1.6.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참여 주체들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가
장 중요한 부분이다. 농촌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이 컨설팅을 받는다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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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계획 수립 역량과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컨설턴트가 일
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스스로의 실질적인 계획으로 생각하지 않고 형식
적인 문서로 이해할 위험이 있다. 둘째, 방문객 수, 매출액 등의 지표로 구체화
되어야 할 사업의 목표를 주민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설턴트
가 제안하는 임의적인 수치를 목표로 설정하게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사업 실
행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 등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준비하고
있는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이 작성될
수 있다. 결국 계획을 신뢰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넷째, 컨설턴트는 사업계획
을 낙관적으로 수립하는 경향이 있다. 주민들의 계획 수립 역량이 부족하거나
참여가 적을 경우 실제와는 다르게 부풀려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될 가능성
이 커진다.

3.1.7. 기술적 문제 해결
사업 실행 과정에서 주민들은 많은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체험 프
로그램 개발과 운영, 건물 및 시설 신축 또는 정비, 홍보물 제작과 판촉 등 주
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활동이 많다. 이때에는 구체적이고 실무적
인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매우 커진다. 그런데 컨설턴트들은 사업계획을 수립
한 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점이다. 관련 전문가를 알게 되더라도 전문가가 제공하
는 지식 및 정보의 내용이 일반론적인 수준이어서 사업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
려운 경우도 많다. 또는, 그러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대가가 비싸서 농촌관광
마을 주민들이 획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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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 실천 정도와 효과성 평가
농촌관광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역량 강화 활동 유형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에서 교육‧훈련이 모든 항목에 대해 효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학습조직 활동이 ‘비전과 발전 방향 설정’,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항목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효과성 인지도 비율을 보인다는 점이 눈에 띈
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 분야나 향토산업육성 분야와는 달리, ‘토론’의 효과성
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토론’의 효과성 인지도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 정보 이해’, ‘참여 분위기 조성과 동기유발’, ‘사업활동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 획득’, ‘참여 주체 결속’, ‘상품이나 서비스의 홍보 및 마
케팅’, ‘추진 조직 관리 및 운영’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교육‧훈련 다음으로 그
효과성이 높은 수준으로 인지되었다.
표 4-11. 농촌관광개발 분야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 효과성 인지도 비교
항목

교육‧훈련

학습조직

컨설팅

토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이해

72.5

69.0

65.5

70.3

참여 분위기 조성과 동기유발

72.5

68.1

65.1

68.6

지역 상황과 여건에 대한 진단

70.7

66.1

62.7

64.0

비전과 발전 방향 설정

73.4

69.3

66.7

69.3

세부사업 아이템 개발

69.4

63.2

66.2

64.3

사업활동에 필요한 기술·지식 획득

59.0

56.1

55.7

58.1

참여 주체 결속

67.7

61.8

59.0

61.9

상품이나 서비스 홍보·마케팅

60.8

54.5

53.8

56.3

추진조직 관리·운영

67.3

63.0

57.9

63.9

자금이나 자산의 효율적 관리

57.5

55.2

54.5

54.0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66.5

63.1

60.9

61.2

주: 1) 유형별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한 효과성의 객관적 비교를 위해 4가지 유형의 역량 강
화 활동을 모두 수행한 사업 대상지 229개소의 담당자 응답 결과를 가지고 분석함.
2) 표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에 대해 수행한 각각의 역량 강화 활동이 해당 항목과 관
련하여 ‘도움이 되었다’ 또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뜻함.
3) 각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유형의 역량 강화 활동에 음영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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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을 제외하면 ‘토론’이나 ‘학습조직’은 ‘컨설팅’ 못지않게 효과적
인 역량 강화 활동이라고 인지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실천되
고 있다. 네 가지 유형의 역량 강화 활동 중 ‘교육‧훈련(90.3%)’의 실천 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컨설팅(86.7%)’, ‘토론(68.5%)’, ‘학습조직
(48.5%)’의 순이었다. 단위 사업 예산 중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 투입 예산 비
율의 평균값은 ‘컨설팅(7.6%)’이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교육‧훈련(7.0%)’,
‘학습조직(3.4%)’, ‘토론(1.9%)’의 순이었다(그림 4-5 및 그림 4-6 참조).
그림 4-5. 농촌관광개발 분야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 실천 빈도

그림 4-6. 농촌관광개발 분야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 투입 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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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는 사업 준비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마을 공동의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들이 각기 합의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집
단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주민들 사이의 토론은 매우 중요한 기
능을 수행한다. 가령 사업실행 조직을 법인화된 단체로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따라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고 관리할 것인지 등에 관해 합의하고 명문화된 규약으로 제정해야 한
다. 이 과정에서 주민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실행 단계에서 마을 주민들이 부딪히게 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매우
다양하지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력활동은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마을
의 상황마다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들이 특수하고 일상적인 성격을 지니
고 있어, 표준적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중앙단위 교육‧훈련 과정을 통
해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조직을
결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3.3.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자 의견 조사 결과: Q-방법
농촌관광개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3명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부터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역량 강화 요구를 도출하였다(표 4-12 참
조). 농촌관광개발 분야에서는 앞의 두 분야와는 다소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역량 강화의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두드러지며, 역량 강화 내용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사업계획 수립 역량, 구체적
인 기술 등 실무적 콘텐츠 등이 필요하다는 역량 요구가 눈에 띈다.
앞서 제시한 6가지 주요 담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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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농촌관광개발 분야의 주요 역량 강화 요구
구분

주요 역량 강화 요구

담론 ‘가’

지역(마을)의 전체 구성원이 공유한 비전하에 적극적으로 동기 유발하여 참여
하는 사업을 만들어 가는 역량 강화가 중요

담론 ‘나’

농촌개발사업의 의미에 대한 사업 추진 주체들의 근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선 계
획 후 지원의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
- 성공적 사례 견학을 통한 학습이 역량 강화에 효과적

담론 ‘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이 지역 역량 강화에 핵심적이며, 농촌개발 주체의
역량 강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전문적 공무원 인력을 육성
- 맞춤형 교육이 역량 강화에 효과적

담론 ‘라’

사업 참여자들이 자발적 학습모임을 조직·운영하고, 실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역량 강화에 효과적
- 학습모임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체들 간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

담론 ‘마’

실제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구체적 기
술·콘텐츠 등 실무적 역량이 중요
- 지역의 사업 현안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의 현장교육이 유효

담론 ‘바’

지역 상황 및 주민들을 밀접히 이해하는 지역의 기관·단체가 농촌리더를 주요
대상으로 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 아울러 중앙 기관을 통한 집합적 교
육도 병행

담론 ‘가’. 지역(마을)의 전체 구성원이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역량 강화가 중요
담론 ‘가’의 응답자들은 역량 강화의 ‘대상’ 및 ‘시스템’에 관하여 큰 관심을
보인다. 농촌개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주도해 나갈 농촌리더
를 육성할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으며[S10], 지역(마을)의 리더뿐만 아
니라 지역(마을)의 일반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S4]에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즉,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
끌어 나갈 리더를 육성하는 일과 지역(마을) 구성원 전체의 역량 강화를 병행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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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책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유발해야 할 필요성[S15]에도 강하게 공감하
고 있다. 이는 앞서 리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 강화를 중시하는 시
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일부 리더의 활약을 통한 성공적 사업 추진이 아
닌 지역 전체가 합심하여 만들어 가는 성공적 사업 모델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반면 해당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가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제공 주체가 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S6], 규모가 큰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작
은 것부터 경험하면서 점차적으로 역량을 축적해 나가도록 하는 정책 추진체
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S20]에도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농촌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수준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 내용과 접근방법을 달
리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S5]에 대한 공감도가 낮게 나
타나고 있다.

담론 ‘나’. 사업의 의미에 대한 참여 주체들의 근본적 이해와 선 계획
후 지원의 정책 추진체계 마련이 중요
담론 ‘나’의 응답자들은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과 고민을 거쳐 사업계획
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정책사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선 계획 후 지원’ 의견[S25]에 가장 크게 공감하고 있다. 리더, 지역주민 등 참
여 주체들이 농촌개발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의미와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S1]고 여기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위한 매우 구체적 기
술적 요소로서 소비자의 수요(선호, 취향)와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상품
(유·무형)을 기획하는 역량을 강화[S7]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마찬
가지로 재무·회계 측면의 전문적 역량[S22] 역시 중요시하지 않는다.
역량 강화 방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의 효과적 방법으로 국내외 다른 지역
의 성공적 사례들을 직접 견학하여 배우는 방식[S8]을 중요시한다. 반면 농어촌
공사, 농협중앙회 등 중앙의 대형 기관에서 일방향으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
램[S14]에 대해서는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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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이 농촌개발에 핵심적이며,
참여 주체가 역량 강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
공무원 인력 육성이 필요
담론 ‘다’의 응답자들은 사업을 기획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등 농촌개발
사업을 이끌어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이 중요하며[S23], 지방자치단체
가 지역에서 농촌개발 주체의 역량 강화 활동에 종사할 전문적인 공무원 인력
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S12] 의견을 모은다. 사업의 주도적 주체로서 공무원을
강조하는 한편, 농촌개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사업을 주도할 농촌리더
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S10]. 반면 지역
(마을)의 일반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
지 않는다[S4].
역량 강화 방식과 관련하여, 농촌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수준
과 관련 사업의 종류에 따라 내용과 접근방법을 달리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
행하는 것을 선호한다[S5]. 사업 목적에 따라 시설 및 설비 투자의 규모를 적절
하게 계획하는 투자 계획 역량[S17]이나, 재무·회계 등의 전문적 경영 기술 역량
[S22]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덜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담론 ‘라’. 자발적 학습모임을 조직·운영하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역량 강화에 효과적
담론 ‘라’의 응답자들은 농업인, 농촌 주민 등의 사업 참여자들이 스스로 학
습모임을 진행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방식의 학습모임
운영이 역량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S2]. 이러한 맥락에서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중앙의 대형 기관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S14]. 한편 자발적 학습모임 운영의 효과를 높이 평가
하지만, 그러한 학습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들을 견학하여 배우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S8].
이들은 지역 내 관련 종사자, 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네트워크)을 형성하는 것이 역량 강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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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작은 규모의 사업들로부터
경험을 쌓아 가면서 역량을 축적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S20]. 직접 소규모 사업들을 경험하면서 성공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자신
감을 획득하는 과정이 역량 강화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업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
며 지역주민들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정책사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
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S25].

담론 ‘마’.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구체적 기술·콘텐츠 등 실무적 역량이 중요
담론 ‘마’의 응답자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한다[S11]. 따라서 실제 사업 수행에 있어 도움이 되는 구체적 기술 등 실무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진다[S3]. 이들은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지
역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일부 특정한 농촌리더들이 사업을 주
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S10].
한편 실제 비즈니스 수행 역량을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 측면에
서의 전문적 경영 기술 역량[S22]이나 시설·설비의 적절한 투자 규모를 계획하
는 보다 구체적인 단계의 역량[S17]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공감하지 않는다.
역량 강화의 방식과 관련하여, 중앙의 교육기관이 개발사업 참여자들을 소집
하여 실시하는 집합교육 방식보다는 전문가가 직접 지역을 찾아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육 방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S21].

담론 ‘바’. 지역주민과 지역 상황을 잘 이해하는 지역의 기관·단체가
농촌리더를 주요 대상으로 한 교육·학습 프로그램 제공,
아울러 중앙의 기관을 통한 집합적 교육도 병행
담론 ‘바’의 응답자들은 지역의 조력기관이 수행하는 역량 강화 활동의 중요
성을 높이 평가한다. 지역 주민과 상황을 잘 이해하는 해당 지역의 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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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주체가 되어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S6]. 이
들은 주민들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정책사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25].
역량강화 활동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중앙의 기
관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개발사업 참여
자들에게 집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본다[S14]. 따라서 전문가
가 지역을 찾아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S21], 지역주민들이 모여 지역발
전과 관련된 이슈와 비전을 논의하는 포럼활동[S16] 형태의 역량 강화 방식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집합교육 방식의 특성상 주민들보다는 지역에서 사업을 주도해 나가
는 농촌리더들이 중요한 교육 대상이 된다. 따라서 중앙 기관에 의한 교육 프
로그램을 통해 농촌개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사업을 주도해 나갈 농
촌리더를 육성하는 것은 담론 ‘바’의 응답자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S10].
이상과 같은 6가지 담론에서 25개 진술문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점수를 <표
4-13>에 제시하였다.
표 4-13. 농촌관광개발 분야의 역량 강화 진술문별 획득 점수
no.

구분

S1

내용

S2

방식

S3

내용

S4

대상

S5

방식

주요
내용

진술문

지역의 사업 추진 주체(리더, 지역주민 등)가 농촌개발
사업을 왜 하는지 그 근본적 의미와 관점을 이해할 수
의미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 참여자(농업인, 농촌주민)들이 스스로 학습모임을
학습조직 운영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방식
의 역량 강화 활동이 중요하다.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기술(예: 농가민박시
구체적
설 설치, 농산물 가공식품 광고) 등 실무적이고 풍부한
기술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마을)의 리더뿐만 아니라, 지역(마을)의 일반 주민
일반 주민 (농업인 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농촌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수준과 관련
맞춤형
사업의 종류에 따라 내용과 접근방법을 달리하는 맞춤
교육
형 교육으로 진행해야 한다.
농촌개발

담론 담론 담론 담론 담론 담론
‘가’ ‘나’ ‘다’ ‘라’ ‘마’ ‘바’
2

3

0

-1

2

1

1

-1

-1

4

0

1

-1

-2

0

2

3

2

3

0

-3

1

1

-2

-3

2

3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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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no.

구분

S6

시스템

S7

내용

S8

방식

S9

내용

갈등 조정

S10

대상

리더 육성

S11

내용

S12

시스템

S13

지역

진술문
지역주민과 상황을 밀접히 이해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기관·단체가 교육 또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
가 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수요(선호, 취향)와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상품(유·무형)을 기획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외 다른 지역의 성공적 사례들을 직접 견학하여 배
우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농촌개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사업을 주도적으
로 이끌어 나갈 농촌리더를 육성해야 한다.

담론 담론 담론 담론 담론 담론
‘가’ ‘나’ ‘다’ ‘라’ ‘마’ ‘바’
-4

2

-2

2

1

4

1

-3

-1

-2

2

0

-2

3

1

-4

1

0

2

1

2

0

-2

2

4

1

2

0

-3

3

비즈니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수행하
1
계획수립 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

1

-1

4

0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농촌개발 주체의 역량 강화
0
활동에 종사할 전문적인 공무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

3

0

-2

-2

내용

사업 참여자들이 합의하여 공동의 규칙(예: 품질관리
공동 규범 기준 등)을 만들고 그것을 준수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2
한다.

0

-2

1

2

0

S14

방식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중앙의 큰 기관이 역량 강
중앙교육 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제공 -1 -4
해야 한다.

1

-3

-1

3

S15

시스템

정책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농업인)들이 사업의 취
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참여 동기 3
(비전공유) 를 유발시켜야 한다.

2

-1

-1

0

1

S16

방식

포럼활동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지역발전과 관련된 이슈와
1
비전을 논의하는 포럼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1

-2

2

-1 -3

S17

내용

투자계획

사업 목적에 따라 시설 및 설비 투자의 규모를 적절하
-1
게 계획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

-4

-1 -3

2

S18

시스템

파트너십 지역 내 관련 종사자, 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네트워크)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 2
(네트워킹)
진하도록 해야 한다.

0

2

3

-1

-1

S19

내용

개발한 유·무형의 상품(또는 서비스)을 시장에 널리 유
0
통·판매하는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

0

-2

1

0

S20

시스템

규모가 큰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 경험
하면서 역량을 축적하도록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3
프로젝트 한다.

1

0

3

0

-2

S21

방식

중앙의 교육기관이 개발사업 참여자들을 소집하여 수행
현장교육 하는 집합교육보다는 전문가가 지역을 찾아가 현장에서 0
진행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0

-1

-2

3

-4

조력기관
상품 기획
타 지역
견학

전문
공무원

동기유발

마케팅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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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분

주요
내용

S22

내용

재무·회계

S23

대상

S24

방식

-3 -3

사업기획, 주민참여유도 등 농촌개발사업을 이끌어가는
(지원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 -1
요하다.

-1

다양한 사업경험을 가진 여러 지역의 개발사업 주체들
이 모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활동(워크 -2
숍 등)이 역량 강화에 중요하다.

지역주민(농업인)들이 충분한 시간과 고민 끝에 사업계
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정책사업 지원 대 0
후 지원 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공무원
역량

노하우
공유

시스템

담론 담론 담론 담론 담론 담론
‘가’ ‘나’ ‘다’ ‘라’ ‘마’ ‘바’

재무, 회계 측면에서 전문적 경영 기술 역량을 강화해
0
야 한다.

경험과

S25

진술문

선 계획

0

-4

-1

4

1

0

-1

0

1

1

-2

1

4

0

-3

-1 -3

주: 짙은 음영 처리는 가장 높은 점수(+4) 또는 가장 낮은 점수(-4)를 받은 경우이며, 옅은 음영
처리는 두 번째로 높은 점수(+3) 또는 두 번째로 낮은 점수(-3)를 받은 경우임.

4. 시사점

4.1. 사업 분야별 높은 중요도의 역량 강화 요구
Q-방법 조사 결과 나타난 각 분야별 의견 그룹에 대하여 최고점(+4) 또는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3)를 기록한 빈도를 구하고, 이러한 빈도에 대하여 진술
문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4점 이상을 획득한 진술문을 추출하여 ‘중요도가 높은
역량 강화 요구’를 도출하였다. 앞서 3절의 ‘역량 강화를 위한 관계자 의견 조
사 결과’에서 사업 분야별로 존재하는 요구의 주된 패턴을 도출하였다면, 여기
에서는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량 강화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
되는지 파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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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지역농업개발 분야
지역농업개발 분야에서는 타 부문에 비해 역량 강화 활동의 대상을 잘 배려
해야 한다는 요구가 특별히 크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농촌리더 육성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지역의 일반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높았다.
역량 강화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농촌개발사업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대한
요구가 모든 진술문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지역농업개발이라는 분야의 정
책사업이 농촌의 근본적 존재 이유인 농산물 생산 활동과 맞닿아 있고, 농업에
대한 자긍심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
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실무 역량에 대한 요구는 그리 높
지 않으나, 한편에서는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역량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또한 지역농업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농산물의 판매와
관련하여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그러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컸다. 지역농업
개발 분야에서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전문가가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현안을 두고 현장에서 진행하며 해결책을 찾
아 나가는 방식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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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중요도가 높은 역량 강화 요구: 지역농업개발 분야
구분

대상

내용

방식

주요 내용

진술문

출현빈도

점수

일반 주민의
역량 강화

지역(마을)의 리더뿐만 아니라, 지역(마을)의 일반 주민(농
업인 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2/6
(1)

7

농촌리더의
육성

농촌개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농촌리더를 육성해야 한다.

3/6

9

지역의 사업 추진 주체들(리더, 지역주민 등)이 농촌개발사
농촌개발사업의
업을 왜 하는지 그 근본적 의미와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 이해
해야 한다.

3/6
(1)

10

홍보·마케팅
역량

개발한 유·무형의 상품(또는 서비스)을 시장에 널리 유통·
판매하는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6
(1)

4

전문가의
현장 교육

중앙의 교육기관이 개발사업 참여자들을 소집하여 수행하
는 집합교육보다는 전문가가 지역을 찾아가 현장에서 진행
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1/6
(1)

4

지역의
조력기관

지역주민과 상황을 밀접히 이해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기
관·단체가 교육 또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
어야 한다.

1/6
(1)

4

파트너십
(네트워킹)
형성

지역 내 관련 종사자, 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
체들 간의 파트너십(네트워크)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
도록 해야 한다.

1/6
(1)

4

시스템

주: 출현빈도는 6개 담론에 대하여 최고점(+4) 또는 차하위 점수(+3)를 기록한 경우의 빈도를
합산한 것이며, 괄호 안 숫자는 최고점을 기록한 빈도임.

4.1.2. 향토산업육성 분야
향토산업육성 분야에서도 그 정도는 낮으나 지역농업개발 분야와 유사하게
농촌리더를 육성하고 지역의 일반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대한 강한 요
구가 나타났다.
역량 강화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사업 추진 주체들이 농촌개발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미와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는 향토산업 육성 사업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농
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두고 해당 사업의 의미를 올바르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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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해야 한다는 전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토산업육성 분야의 사업은 고도의 상업적 마인드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따
라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하여 역량을 축적하는 정책추진체계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사업에서는 작은 규모일지라도 사업을 실제로 경험하
면서 점차 노하우와 자신감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표 4-15. 중요도가 높은 역량 강화 요구: 향토산업육성 분야
구분

대상

내용

시스템

주요 내용

진술문

출현빈도

점수

지역(마을)의 리더뿐만 아니라, 지역(마을)의 일반 주
일반 주민의 역량
민(농업인 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이
강화
루어져야 한다.

1/4
(1)

4

농촌리더의 육성

농촌개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사업을 주도적
으로 이끌어 나갈 농촌리더를 육성해야 한다.

1/4
(1)

4

농촌개발사업의
의미 이해

지역의 사업 추진 주체들(리더, 지역주민 등)이 농촌
개발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미와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1)

4

규모가 큰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경험하면서 역량을 축적하도록 정책추진 체계를 마
역량 축적
련해야 한다.

1/4
(1)

4

주: 출현빈도는 6개 담론에 대하여 최고점(+4) 또는 차하위 점수(+3)를 기록한 경우의 빈도를
합산한 것이며, 괄호 안 숫자는 최고점을 기록한 빈도임.

4.1.3. 농촌관광개발 분야
농촌관광개발 분야에서도 타 사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촌리더 육성에 대한
요구가 크다. 그런데 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촌관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지역의 사례들
에서 보듯이, 농촌관광개발 분야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때로 주도적 역
할을 담당하기도 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 의지와 역
량을 가진 공무원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을 결집하고, 지역의 농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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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을 창출하는 데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하며, 홍보‧마케팅에 있어서도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농촌관광에서는 무엇보다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계
획 수립 역량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농촌관광개발 분야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사업 경험이 비교적 많이 축적되었다. 따라서 근본적 의미에 대한
인식 강화가 필요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실
질적 기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역량 강화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업 참여자들이 스스로 학습모임을 운영하
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방식의 역량 강화 활동으로서 자발
적 학습모임을 조직‧운영하는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농촌관광
서비스 소비자들이 느끼는 미흡한 점이나 불편 사항들을 개선하고 다양한 아
이템을 개발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한편, ‘선계획 후지원’ 체계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그동안의 농촌관광개발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를 유발시키고 사업을 구상하는 등 충분
한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책사업을 따 오고 보자’는 식으로 계획
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작 사업 유치 후에는 난항을 겪었던 데 대한 반성
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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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중요도가 높은 역량 강화 요구: 농촌관광개발 분야
구분

주요 내용

진술문

출현빈도

농촌리더의

농촌개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사업을 주도적으

2/6

로 이끌어 나갈 농촌리더를 육성해야 한다.

(1)

육성
대상
공무원 역량
강화

내용

방식

비즈니스

사업기획, 주민참여유도 등 농촌개발사업을 이끌어 가
는(지원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수행하

계획수립 역량 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자발적
학습모임 조직

지역의
조력기관

사업 참여자(농업인, 농촌주민)들이 스스로 학습모임을
운영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방식
의 역량 강화 활동이 중요하다.
지역주민과 상황을 밀접히 이해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기관·단체가 교육 또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
가 되어야 한다.

1/6
(1)
1/6
(1)
1/6
(1)

1/6
(1)

점수
7

4

4

4

4

시스템
선 계획
후 지원

지역주민(농업인)들이 충분한 시간과 고민 끝에 사업계
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정책사업 지원 대
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1/6
(1)

4

주: 출현빈도는 6개 담론에 대하여 최고점(+4) 또는 차하위 점수(+3)를 기록한 경우의 빈도를
합산한 것이며, 괄호 안 숫자는 최고점을 기록한 빈도임.

4.2. Q-방법 조사에서 나타난 역량 강화 요구의 종합
사업 분야에 따라 역량 강화 요구 진술문별로 얻은 평균 점수를 비교하여 어
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농촌개발사업 전반적으로 나타나
는 역량 강화 요구를 종합하였다(표 4-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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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사업 분야별 역량 강화 요구: 진술문별 평균 점수
구분

대상

내용

방식

시스템

주요 역량 내용

평균 점수
지역농업개발 향토산업육성 농촌관광개발

S4

일반 주민의 역량 강화

0.79

-0.08

0.26

S10

농촌리더의 육성

1.47

1.58

1.32

S23

공무원 역량 강화

0.58

0.58

0.16

S1

농촌개발사업의 의미 이해

1.47

0.83

1.58

S3

구체적 기술

-0.84

-0.42

0.37

S7

상품 기획 역량

-0.58

0.00

-0.84

S9

리더의 갈등조정 역량

1.42

0.92

1.21

S11

비즈니스 계획수립 역량

-0.11

1.00

0.53

S13

공동규범 제정·준수 역량

-0.26

0.92

-0.42

S17

시설·설비 투자계획 역량

-0.95

-0.75

-1.42

S19

홍보·마케팅 역량

-0.42

-0.33

-0.63

S22

전문적 경영 기술 역량

-1.95

-2.00

-2.58

S2

자발적 학습모임 조직

1.74

1.42

0.79

S5

맞춤형 교육

0.63

0.33

0.16

S8

타 지역 성공사례 견학

-1.11

-0.75

0.00

S14

중앙 교육

-2.89

-2.17

-1.74

S16

포럼활동

-0.05

-0.67

-0.74

S21

전문가의 현장 교육

-0.89

-0.08

-0.37

S24

토론활동(경험과 노하우 공유)

-0.26

-0.25

0.00

S6

지역의 조력기관

-0.79

-0.92

-0.05

S12

역량 강화를 수행할 전문 공무원 인력 육성

-0.42

-0.75

0.21

S15

비전 공유를 통한 동기 유발

1.63

0.92

0.84

S18

파트너십(네트워킹) 형성

1.16

0.42

1.00

S20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역량 축적

0.68

0.42

-0.05

S25

선 계획 후 지원

-0.05

-0.17

0.42

주: 1) 굵은 글씨로 표시한 숫자는 평균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임.
2) 굵은 음영 처리는 2개 또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평균 점수가 공통적으로 0.5 이상인 경우이고,
옅은 음영 처리는 1개 사업 분야에서만 평균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임.

역량 강화의 ‘대상’을 살펴보면, 3개 사업 분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농촌리
더의 육성’을 가장 중요한 요구로 꼽았다. 사업 분야를 막론하고 농촌개발사업
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역의 리더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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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농업개발 분야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는 만큼
농촌리더 다음으로 일반 주민의 역량 강화 요구가 부각되었다. 지역농업개발
분야와 향토산업육성 분야에서는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농촌관광개발 분야에서는 공무원의 역량에 대한
요구는 그리 높지 않다. 전자의 두 분야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으로 사
업을 유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담
당하는 반면, 농촌관광개발 사업의 경우 주로 마을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지며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주민들의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역량 강화의 ‘내용’ 면에서 살펴보면, 3개 사업 분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리더의 갈등조정 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개발사업
은 시･군 또는 마을을 공간단위로 하여, 사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서로 상충되기 쉬운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추진
해 나가는 사업이다. 따라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
를 조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리더의 중
재·조정 역량이 사업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편 향토산업육성과 농촌관광개발 분야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
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계획 수립 역량’이 강화되
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 두 분야에서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것을 현실
화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마을) 발전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주요 관심사
이다. 따라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지역농업개발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의 본래 취지는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이익 창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업을 유치하여 개인
이 부담하기 어려운 시설이나 장비 등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있는 만
큼, 실질적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낮게 나타나는
것 같다.
역량 강화의 ‘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3개 사업 분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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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학습모임 조직’이 강조되었다. 자발적 학습모임의 효과성은 상당히 높
이 평가되는 데 비해 실제 현장에서는 그리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사업 분야에
관계없이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모임을 조직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스스로
문제의 해법을 찾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 내 지속적 발전 동력
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역량 강화의 ‘시스템’ 면에서 살펴보면, 3개 사업 분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비전 공유를 통한 동기 유발’을 가장 중요한 요구로 꼽고 있다. 어떤 사업이든
성과를 거두려면 모든 참여자들이 해당 사업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고 충분
한 동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자가 사업이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에 공감
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주체의 참여는 시너지(synergy)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요소가 되기 쉽다.
한편 지역농업개발과 농촌관광개발 분야에서는 공히 ‘파트너십(네트워킹) 형
성’이 두 번째로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되었다. 향토산업육성 분야에서도 파트너
십 형성에 대한 요구가 일정 수준 나타났으나 높지는 않았다. 지역농업개발 사업
에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핵심 참여자들이
사업 배분 및 출자구조 등에 대해 합의하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따
라서 사업 참여 주체들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초기에 사업을 성립시키고 향후
무리 없이 진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된다. 농촌관광개발 사업에서는 마을 전체
주민이 합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인 만큼 중앙 및 지방의 공무원, 전문가 등 지역 내외의 다양한 주체
들 간에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4.3.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이상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면, 농촌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초점
을 맞추어야 할 부분을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촌지역의 리더를 육성하는 일은 농촌개발사업에 있어 여전히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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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과제이다. 중앙 단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식으로 제공되는 리더육성
과정은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지역의 리더
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농촌개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주로 리더들을 육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면 앞으로는 일반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참여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역량 강화 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의 교육기관이 수행하
는 집합교육보다는 전문가가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확대
해야 한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상황과 주민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역
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훈련이나 학습조직 활동을 주도하도록 육성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사업실행 조직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민간부문의 참여 주체(농업인, 주
민 등)들이 자발적인 학습조직을 만들어 스스로 정보를 교환하고 해법을 찾는
방식의 역량 강화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책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의 주민들이 충분히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
고 참여 동기가 유발되도록 자극하는 활동이 필요하며, 지역의 주체들이 충분
한 시간을 갖고 학습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토대로
지원하는 ‘선 계획 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지역사회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으
로 준비할 것들이 있다. 사업기획, 주민참여 유도 등 농촌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전문적 공무원을 육성하거나 채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수준에서 여러 참여 주체들이 작은 규모의 단위 사업을 경험한 후 큰 규모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경험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지역 내 여러 주체들이 파트너십 또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효과적
으로 자원을 동원하도록 촉진하는 농촌개발 거버넌스(governance)에 관한 중앙
정부 수준의 제도 및 정책 구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험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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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

앞 장에서 농촌개발 정책사업 관련 역량 강화 활동 실태와 요구를 분석함으
로써 ‘농촌지역개발 지도자 육성 노력 확대 및 지속 추진’, ‘역량 강화 프로그
램 대상자 확대’, ‘역량 강화 활동의 현장성 심화’, ‘튼튼한 사업실행 조직 준
비’, ‘선 계획 후 지원 방식의 정책 추진체계 구축’, ‘단계적·점진적 사업 경험
축적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의 정책 방향을 도출한
바 있다. 이것들 중 어떤 것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또
다른 것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프로그램 또는 제도 개선을
수단으로 삼아 실행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몇 가지 농촌개발 역량 강화 방안을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할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할 것으로 나누어 제시
한다.

1. 중앙정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1.1. 농촌개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확충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농촌 지도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주로 농촌관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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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마을 단위 농촌관광개발 정책사업의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중앙 단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
공사가 주관하는 지도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는 도농교류 활성화 과
정과 농어촌 지역개발 과정의 두 가지가 있다. 도농교류 활성화 과정은 주 내
용이 농촌관광에 관한 것이다. 농어촌 지역개발 과정은 매우 이론적이고 일반
적인 수준의 교육 내용을 담고 있어, 농어촌지역에서 특정한 분야의 개발 활동
을 주도할 리더십을 육성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표 4-9 참조).
그 밖에도 지역농업 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광역 지자
체의 주도하에 실시하는 지역농업특성화 교육 과정이 있다. 그러나 지역농업특
성화 교육과정 또한 농촌관광에 관한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과
정을 운영하는 사업 자체가 공모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이
교육과정 참여자 개인의 영농기술이나 경영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어 지
역농업 또는 향토산업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자 육성이라는 목적과는 다소 거리
가 있다. 정리하면, 농촌관광개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농촌 지도자
를 대상으로 중앙 수준에서 안정적인 여건을 갖고 시행하는 교육‧훈련 프로그
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제4장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 지도자 육성에 대한 요구는 지역농업
개발, 향토산업육성, 농촌관광개발 분야 모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표
4-14, 4-15, 4-16 참조). 향토산업육성과 지역농업개발 분야의 농촌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집체식 교육‧훈련 과정을 새로이 개설할 필요가 있다.

1.2. 농촌개발 지도자 교육‧훈련 과정의 기획 및 평가 체계화
앞서 언급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제로 기획하고 실행
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실행할 기획안과 사업체를 매년 공모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4년째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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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지도자 육성 과정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주관 기관이 매년 바뀌었
다. 이처럼 주관 기관이 매년 바뀌는 상황에서는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기 어렵다. 물론 교육
과정 운영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육과정 운영 주체를 선
정할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평가하고 운영 주체 스스로 교육과정
평가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누적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집체식 교육‧훈련 과정을 일관되고 지
속적으로 기획하고 평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 단위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이 정책사업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수 실적을 확보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다거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관
계자 등의 권유와 부탁에 의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지적되
기도 한다(유정규, 2009).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도 농촌개발
관련 정책의 관점과 목적이 충실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훈
련 프로그램 운영 주체의 주관적인 이수자 만족도 평가 수준의 평가가 아닌 광
범위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1.3. 지자체 공무원의 지역계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신설
2010년부터는 농촌개발 정책사업의 상당수가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원될
것이다. 이제 ‘개별 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전
체의 역량 강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포괄보조금 제도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필요한 정책사업을 스스로 기획하
여 추진하게 된다. 중장기적인 지역발전 계획에 그러한 사업 기획을 적절하게
포섭시킬 때, 개별 사업이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유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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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괄보조금 제도와 같이 재정 운영과 사업 기획의 자율권을 지자체에 더
많이 부여하는 취지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 4장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중앙정부의 보조금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습득하는 집단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포괄보조금 방식 도입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정책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계획
역량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많은 보조금 재정이 지역 내에서 각 집단별로 합리
적 근거 없이 배분되는 ‘나눠먹기식’ 정책사업 기획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상당
하다. 그리고 개별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지역발전 계획이라는 중장기 구도 속에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을 참여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촉진자 역할이 지방자
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요청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역계획 역량 강화
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이 시도된 적은 없다. 지역계획 역량은 실제
계획 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지만, 우선 중앙정부
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계획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훈
련 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육‧훈련 과정의 주요
내용과 교수학습 기법 관련 문제를 결정하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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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
영국의 패리쉬 계획 지원사업(Parish Plan Grants Program)
영국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농촌 지역사회 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그중 하나는 가장 기초적인 지방
자치 단위인 패리쉬와 그 차상위 단위인 타운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
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시행한 ‘패리쉬 계획 지원사업’이다.
패리쉬 계획이란 패리쉬 의회(Parish council)나 타운 의회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지역계획을 말한다. 영국의 중앙정부가 패리쉬 계획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5~10년 후 미래를 염두에 두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
된 중요한 사안들을 계획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는지, 누가 무엇을 언제 얼마의 비용을
들여 계획한 사업을 실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패리쉬 계획 지원사업은 영국의 최소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상향식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최대 3,000파운드까지 지급되며 계획 수립에 드
는 비용의 75%까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몇 가지 지원시책을 연
계 시행하고 있다. 첫째,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각종 모범 사례 관
련 정보를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있다. 둘째, 패리쉬 및 타운 의회의 품질운영 인
증제도(Quality Parish and Town Council Schemes)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우수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지자체를 인증하고, 인증받은 지자체에 각종 행
정‧재정적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셋째, 패리쉬 계획 수립 과정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패리쉬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 이수 실적이 패리쉬
의회 품질운영 인증 기준 중 하나로 정해져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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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개발 역량 강화 방안

2.1. 학습조직 육성
제4장의 분석에서 지역농업개발 분야와 향토산업육성 분야에서는 지도자 외
에도 지역의 일반 농업인 또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농촌관광개발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요
구가 있었다. 소수의 농촌 지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단위의 집체식 교
육‧훈련 프로그램만으로는 농촌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인적자원 양성이라는 목
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어렵다. 사업에 참여하는 다수의 지역주민과 농업인들
의 역량을 강화할 한 가지 수단으로 학습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농업개발 분야에서 학습조직을 육성하는 것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실행 단계에서 구체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인 것으로 인지되었다. 그리고 농촌관광개발 분야에서 사업
초기에 지역 상황과 여건을 진단하고 비전 및 발전방향을 설정하려 할 때 효과
적인 수단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실천 빈도가 떨어지는 역
량 강화 활동 유형이었다. 학습조직의 운영을 위해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이르는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는 점이 현장에서의 실천 빈도가 떨
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학습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는 것은 농촌개발 분야 사업 참여 주체
의 자발성을 고양하는 데 가장 유력한 수단이며,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의 원리에 가장 근접한 방법이다. ‘실천을 통한 학습’은 일방적으로 진
행되는 교육‧훈련 과정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과 정보를 잘 전달하지 못
한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리고 학습조직 운영 활동
자체가 사업실행 조직을 형성하는 전초 단계로서 중요하게 기능할 수 있다.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습조직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유인이
필요한가? 학습조직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기획하여 추진할 사업들의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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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실행 주체로 규정하고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지역 농업인 또는 주민들이 학습조직을 구성하여 특정한 주제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그러한 활동을 지원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학습조직 활동
의 결과로 수립한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군 지
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정책 추진체계를 고안할 수 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후원하에 결성된 전국의 농업인 연구모임은 2007년
말 기준으로 2,812개에 달하며 그 소속 농업인 또한 11만 7,160명에 달한다(농
촌진흥청, 2008). 연구회마다 평균 41.7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많은 농업인 연구모임이 결성되어 있지만 그
활동의 내실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 이 연구모임들이
2007년 한 해 동안 실시한 학습모임, 연찬회 등의 횟수는 8,389회에 불과하다.
연구모임 1개당 연간 3회 정도의 모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많은 연구회
들 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연구회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보조한 사례도 일부 있
었지만, 65개 연구회를 대상으로 38억 9,6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시책을 개관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학
습조직을 많이 결성한다고 해서 농촌개발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로 자연
스럽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3~4개월에 1회 정도 회합하는 수준
의 연구모임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학습조직
활동을 촉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진흥청의 연구모임 육성 사업과는 별
도로 상당한 규모의 인센티브와 내실 있는 관리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2.2. 농촌개발 거버넌스 형성
제2장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농촌개발 정책사업은 그 자체로 지
역사회에 경제적 편익을 낳는 ‘지역사회 내 발전’ 프로젝트이지만 동시에 지역
사회 전체의 역량을 축적하는 ‘지역사회의 발전’ 과정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
소가 되어야 한다. 개별 사업들을 많이 추진한다고 해서, 설령 개별 사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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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은 다양한 집단과 개
인들의 사회 연결망 밀도가 커지고 외연이 확장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개별
농촌개발사업들은 자체의 사업목표 외에도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 간의 연대
와 참여를 촉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개별 사업에 참여한 주체
들의 경험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공유되고 개별 주체들이 형성한 사회적 관
계는 더 큰 개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화가 진행될수록 개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은 더욱 커진다. 중
앙정부의 정책사업 지침을 기계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무리 없이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창의적인 사업 기획 역량,
최대한 많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 정확한 평가를 통해 발전 전
략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역량 등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
한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거버넌스이다. 농촌개발 활동과 관련된 거버넌
스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지역마다 발전의 속도와 폭이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사업에 있어도 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농촌개발 거버넌스를 형성하려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관점으로 두 가
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내 주체들의 역량이 축적되는 과정은 경험
의 누적 과정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민간 부문의 주체들이 정책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진안군
에서 10여 년 가까이 추진해 온 ‘마을 가꾸기’ 사업이 그 좋은 예이다. 농촌개
발사업 참여 주체들이 최초에는 작은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행하면서 기초적인
역량과 자원을 축적하게 하고, 그 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큰 규모의 지원을
하는 중기적인 전략이 바람직하다.
둘째,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과감하게 민간 부문 주체들에게 넘기는 것이 필
요하다.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농촌개발 정책사업에서 지역의
공공부문은 그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지 않는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
는 편익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민간 부문의 주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
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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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거버넌스의 형성 정도와 정책사업의 성과:
귀농·귀촌 관련 정책사업 실행 지역의 비교 9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의 작동에 관해 사
례를 들어 살펴본다. 분석할 정책 사례는 ‘지자체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시범사업(이하, 도시민 유치 시범사업이라고 약칭)’이다. 이 사업의 실행 기
간 3년 동안 집행하도록 배정된 예산은 1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이다. 많
은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귀농자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이나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경성적(하드웨어)
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그래서 연성적인 사업들을 위
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화하도록 고안한 정책사
업이다. 사업 대상지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세부 사업의 명
칭과 내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10개 시·군이 다양한 세부사업들을 기획했지만, 그것들을 모두 실행한 것은
아니다. 또는 여러 시·군이 동일한 유형의 세부사업을 실행했더라도 그 결과는
다른 경우도 많다. 특히, 거버넌스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
아래의 표에서 첨자 *를 붙인 시·군(A, G, I)은 다른 시·군들에 비해 ‘도시민
유치 시범사업’을 상대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군들이다(우수 시·
군). 음영 처리되어 있는 시·군(C, D, F, H, J)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곳들이다(부
진 시·군). 시범사업 평가에는 관련 전문가 6인이 참여하여 여러 지표항목을 설
정하고 분석하여 10개 시·군의 사업성과를 점수화하였다. 총 250점 만점 기준이
며, A, G, I 시·군은 각각 246점, 188점, 197점을 얻었다. C, D, F, H, J 시·군은 각각 128
점, 106점, 63점, 95점, 74점을 얻었다. 10개 시·군 평균 점수는 137점이었다.
이 두 집단 간에 드러나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귀촌
관련 정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지역 내에 형성된 민간 사회단체
의 참여 여부가 확연하게 비교된다. 우수 시·군 중 A군은 기존의 마을 단위 개
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마을사무장 협의회)의 참여
가 있었다. 민간인 신분의 상근자들로 구성된 ‘귀농·귀촌 활성화 센터’가 계획한
세부사업들 중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G시는 시범사업을 실행하
기 위해 기존의 여러 지역사회단체들이 연합한 ‘도시민 유치 협의회’를 조직했
으며, 상담창구를 ‘도시민 유치 협의회’ 사무실에 배치하였다. I군의 경우 민간사
회단체가 사업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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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나 농업인 학습조직들이 사업실행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I군 농업기
술센터 내에 별도로 설치한 ‘도시민 이주 지원센터’에서는 지역에 이주하여 정
착한 귀농·귀촌 주민 2명이 상근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
실행과정은 많은 정보교환과 면대면 접촉을 수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
무원 한두 명이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지역 내 NGO들
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둘째, 우수 시·군과 부진 시·군 사이에는 시범사업 담당 부서의 연성적 정책사
업(소프트웨어 사업) 실행 경험 측면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A군의 경우 시범사업
담당부서는 ‘마을만들기팀’으로 수년 전부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마을단위
개발사업(녹색농촌체험마을 등)과 지자체의 자체 시책으로 수행하고 있는 ‘으뜸
마을 가꾸기 사업’ 등 연성적 정책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 I군
의 경우 사업 담당자는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
사이다. 지도사업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연성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한 담당자라고 볼 수 있다. G군의 경우, 농정과가 시범사
업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실무를 ‘도시민 유치 협의회’에 위
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부진 시·군들의 시범사업 담당부서는 대부분
연성적 사업 수행 경험이 별로 없는 건설, 토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들이다(C군:
건설교통과, D군: 농지업무 담당계, F군: 건설교통과, J군: 농지업무 담당계).
셋째, 우수 시·군 중 A군과 I군에서는 세부사업의 일부를 농업기술센터가 실
행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데 비해 부진 시·군의 세부사업들은 농
업기술센터와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다. A군의 세부사업들 중 3년차 사업에서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지역사회 기여 활동 지원사업’을 살펴보자.
이것은 이주한 지 얼마 안 되는 귀농인을 포함한 지역주민들 중 누구든지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 공급 사업이나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
려는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약 100만～
400만 원 수준의 금액을 보조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시범적으로 실행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나면 다음 해부터는
지자체의 여타 보조금 사업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덧붙여 사업 신청자
들이 A군 농업기술센터가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실행하고 있는 ‘창업교육 프로
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I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아예 ‘귀
농·귀촌 학교’라는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전부터 운영하는
‘농촌개발대학’이라는 교육‧훈련 과정에도 전입한 지 오래되지 않은 귀농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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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유치 시범사업의 추진 실태 분석>
사업시행 시·군
분석 항목
사업 집행률(단위: %)1

관점

지역
분위기
조성

A*

B

C

D

E

F

G*

H

I*

J

91.6 50.0 57.0 43.5 65.0 47.0 63.0 60.0 73.0 62.0

귀농·귀촌 희망자 전문 상담창구
○
개설 및 운용 정도2

△

×

△

○

×

○

×

○

×

지역 내 귀농·귀촌 인구 통계 구
○
축 여부3

△

△

×

×

×

△

△

△

×

귀농·귀촌 희망자 자료 구축 및
○
관리 여부4

△

×

×

×

×

△

×

○

×

기존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자료
○
구축 및 관리 정도5

△

△

△

△

×

△

×

△

×

지역 토박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관련 홍보 및 교육 실 ○
시 정도6

△

△

△

△

×

○

×

○

△

지역에 정착한 귀농인 단체 형성
○
정도7

△

△

△

×

×

○

×

△

×

지역 내 NGOs의 사업 참여 정도8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 여러 부서의 농촌개발 관
○
련 시책과의 연계 정도

△

△

×

△

×

×

×

○

×

지자체 여러 부서로 구성된 귀농·
거버넌스 귀촌 TF 팀 활동 정도9

주: 1) 2009년 5월 기준, 세부사업 중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세부사업 수의 비율임.
2) 상담을 위한 별도 사무실을 확보하고 상근(공무원 또는 민간인) 직원을 배치하여 5개월 이상 운용한 경우는 ○로,
운용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 △로 표시함.
3) 의미 있는 귀농인구(즉, 전입인구 총량이 아닌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전입인구) 통계를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범위
에서 구축한 경우 ○로, 1～3년 정도의 범위인 경우 △로 표시함.
4) 귀농·귀촌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등 아직 이주하지 않은 도시민 관련 정보를 세밀하게 관리하는 경우 ○로, 개별 도
시민 관련 정보를 관리하지는 않으나 홍보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귀농·귀촌 희망자 집단을 선별하여 접근하는 수준
인 경우 △로, 익명적 다수의 도시민에게만 홍보하거나 전혀 홍보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로 표시함.
5) 지역 전체의 개별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DB 수준의 정보를 축적하여 관리하는 경우 ○로, 귀농·귀촌자로 구성된
사회단체 회원 명부 정도를 관리하는 수준인 경우 △로 표시함.
6) 소식지, 정기간행물, 지역 여론지도자들에 대한 교육, 귀농인 멘토링, 귀농인과 주민의 친교 행사 등 2개 이상의 수
단으로 지역사회 내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로, 지역 여론지도자들에 대한 일회성 교육만을 실시한 경우 △로 표
시함.
7) 지역에 정착한 귀농인 단체, 귀농인들이 주도하여 결성한 경제활동 조직 등 둘 이상의 단체가 있어 귀농·귀촌 관련
정책사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 ○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최근에 ‘귀농인 협회’ 정도를 결성한 경우 △로 표시함.
8) 지역 내 민간사회단체가 시범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로, 핵심적인 역할은 아니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로 표시함.
9) TF 팀을 구성하여 실제로 지자체 인구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경우 ○로, TF 팀이 있으나 실제적인 활동은 미약하
다고 판단한 경우 △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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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개발 정책사업의 ‘선 계획 후 지원’ 체계 도입

제4장의 분석에서 보듯이, 분야를 막론하고 공모제 사업을 획득하기 위해 작
성하는 사업계획서는 실질적인 계획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모 기간
이 짧기 때문에 또는 사업 대상지 선정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행
단계에서 부딪힐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나 리스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방대학 교수 등 관계자가 홀로 ‘응모용 사업계획’
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컨설턴트에게 소규모 용역을 발주하여 ‘응모용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행정계통을 통해 제출되는 ‘응모
용 사업계획’이 실질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사업 참여 주체의 실제
역량에 힘입어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실행 단계에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낭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
고 난 후에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훈련과 컨설팅이 중앙정부에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 중 일부 세부사업과 더불어 순서 없이 실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 대부분의 농촌개발 정책사업이 포괄보조금 제도에 편입됨으로써 공모
제 방식의 사업 수는 단기적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응모용 사업계획’을 작
성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사업계획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실제적인 사업계획 수립의 전제 조건은 참여 주체들의 계획 수립 역량이다. 그
리고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 이루어지는 계획 수립 작업에 관련 주체들이 진지
하게 참여하는 경험 자체가 역량 강화의 과정이 된다.
이 과정을 촉진하려면 체계적인 역량 강화 활동과 정책사업 추진체계를 긴
밀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아울러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의
행정기관이 그 결합을 주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에 따라서는 광역 지방자
치단체가 ‘선 계획 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경기도
제2청의 ‘경기 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 사례와 유사하게 개편된 광역·지역발
9

이 자료는 김정섭(2009)에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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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특별회계의 광역시·도 자율편성 사업에 대해 그러한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선 계획 후 지원 정책 추진체계와 연계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경기도 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도 제2청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한 ‘경기도

농촌

희망 심기 프로그램’은 농촌관광 마을 사업을 추진하려는 ‘후보 마을’들을 선정하여
교육훈련, 컨설팅, 주민 토론 등의 과정을 약 1년 동안 사전에 진행하게 한 역량 강화
활동이다. 1년 동안 교육훈련기관과 컨설턴트의 조력을 받아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다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었다.
전문가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현지 실사를 수행하고 선정한 10개 ‘사업 후보 마
을’의 지도자 2~4명은 2주에 1일씩 경기도 2청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집체식 교육훈
련 과정에 10개월 동안 16주에 걸쳐 참여했다. 매주 1일(6시간)의 강의로 꾸며진 교육
과정이었다.
그리고 교육훈련 과정과는 별도로 편성된 컨설팅 팀이 후보 마을을 2주에 1회 정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10개월 동안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립한 ‘마을 사업 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 북부 지역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대상지 선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
용되었다. 이렇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전에 1년 가까이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하
게 한 결과, 그렇지 않은 마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농촌관광 마을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기 전에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을 철저하
게 준비하게 하고, 그 준비 정도를 평가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이 프로그램은 새
로운 종류의 경제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 주민들이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만
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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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책환경 변화와 농촌개발사업 현장에서의 요구를 고
려하여 참여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주요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농촌개발과 관련된 주체들의 ‘역량’ 개념을 정리
하고, ‘인적자원 개발’, ‘조직 개발’, ‘법률적·제도적 틀 개선’이라는 세 가지 차
원에서 역량 강화 활동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둘째, 농촌개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실행하는 기존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
램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였다. 농촌개발 정책사업을 지역농업개발, 향토산업육
성, 농촌관광개발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사업과 결합하여 추진
하는 교육·훈련, 컨설팅, 학습조직, 토론회·포럼 등 네 가지 유형의 역량 강화
활동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아울러 역량 강화 활동의 조력자로서 기능하는
민간 부문 컨설팅업체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사업 분야별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업 추진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주요 참여 주체들이 수행하는 활동을 정리하였
다. 그 바탕 위에 사업 추진 단계마다 어떤 유형의 역량 강화 활동이 효과적인
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 조사를 수행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실천 빈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 농촌 주민, 공무원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Q방법 조사를 수행하여, 농촌개발정책에 있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어떤 방

122

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넷째,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
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6-1 참조).
제2장에서는 ‘역량’ 및 ‘역량 강화’의 개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의 틀을 정리하였다.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역량’이라는 개념은 주체를 누
구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지역사회 발전의 개념이 ‘지역사
회 내 특정 부문의 발전’과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역량의 개념 또한 ‘특정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농촌 지역
사회 전체의 역량’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사업 참여 주체들의 역량이 지역사회 내 행위자들
의 사회적 관계를 매개로 적절히 누적될 때 농촌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농촌개발정책이 지속적인 지방분권화 경향에 발맞추어 변화되는 상황 즉, 주
요 정책사업이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는 역량 강화 문제를
단순히 특정 사업의 성과 제고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 특정
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과 결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역량 강화는 ‘개별 인적자원 개발’, ‘조직
개발’, ‘제도적·법률적 틀 개선’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동
안 중앙정부 주도의 농촌개발 역량 강화 노력이 주로 개별 인적자원 개발에 초
점을 맞추었다면, 변화하는 정책환경에서는 조직 개발과 제도적·법률적 틀 개
선의 관점에서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농촌개발 역량 강화와 관련한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상향식
접근방법을 표방하는 정책사업들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소프트
웨어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역량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비약적
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투입이 구체적인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역량
강화 활동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반적으로 농촌개발사
업 참여 주체들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활동을 장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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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컨설팅이나 일방향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련 예산 투입이 집중
되는 경향이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주로 집체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그러한 형식 자
체가 갖는 한계로 인해 역량 강화 활동의 현장성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소프트웨어 접근방법’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역량 강화 분야에 종사하는 조
력자들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공공적·준공공적 기관 외에 민간 부문의 농촌개
발 컨설팅업체와 컨설턴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농촌개발 조력자 규모
가 확대된 것 자체를 일정한 성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확산
경향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용
역 계약을 매개로 하는 컨설팅업체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가는 데 충분하지 않
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용역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조력 주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 수가 크게 증가한 컨설팅업체의 전
문 인력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소양을 함양하는 노력 또한 역량 강화 활동
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긴요한 일이다.
제4장에서는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농촌개발사업 분야별로 현장에서 이
루어지는 역량 강화 활동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역량 강화 활동의
개선 방향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사업 분야를 막론하고 역량 강화 활동
유형 중 학습조직 활동의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됨에도 현장에서의
실천 빈도는 매우 낮았다. 그리고 네 가지 유형의 역량 강화 활동 모두 사업
준비나 계획 수립 단계보다는 실행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덜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농업개발 분야에서는 대체로 컨설팅이 효과적인 역량 강화 수단인 것으
로 인지되었다. 하지만 주체들의 참여 분위기 조성과 동기 유발, 사업 활동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의 습득이라는 두 측면에서는 학습조직 활동이 가장 효과
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지역 농업인들에게 전
달하거나 사업 참여 주체들의 결속을 유지하는 데는 교육·훈련이 효과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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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평가되었다. 향후의 역량 강화 활동이 초점을 두어야 할 요구를 ‘지역
농업인들의 참여 촉진’, ‘선 계획 후 지원 정책 추진체계 도입’, ‘지역농업 주체
들의 파트너십 형성 및 지도자의 갈등조정 능력 향상’, ‘지역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능력 신장’, ‘지역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력 기관 육성과 실제적인
비즈니스 계획 수립 능력 향상’,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현장 맞춤형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향토산업육성 분야에서는 대체로 교육·훈련이 효과적인 역량 강화 수단으로
인지되었다. 다만 사업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컨설팅이 가장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을 제외하면, 사업 초기 단계(기본적인 정보
전달, 참여 분위기 조성 및 동기 유발, 지역 상황 및 여건 진단)에서는 토론회·
포럼 활동이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 실행 단계에는 학습조직이 효
과적인 역량 강화 활동인 것으로 인지되었다. 향후의 역량 강화 활동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요구는 ‘농촌 지도자의 주도하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학습
조직 운영’, ‘지역의 현안과 관련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포럼 활동과
현장 맞춤형 교육 활성화’,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주체들이 경험과 노하우
를 축적하도록 하는 정책 추진체계 확립’,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농촌관광개발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의 모든 단계에서 교육·훈련
이 가장 효과적인 역량 강화 활동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육·훈련을 제외하면,
사업 초기 단계(기본적 정보 전달, 참여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비전과 방향
설정) 및 실행 단계(지식 및 기술 습득, 참여 주체들의 결속, 홍보 및 마케팅,
조직 관리 및 운영)에서는 토론회·포럼 활동이 효과적인 역량 강화 수단으로
인지되었다. 컨설팅은 세부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인 역량 강화 수
단으로 평가되었다. 학습조직 활동은 지역 진단, 비전 및 발전 방향 설정, 자금
및 자산 관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의 역량 강화 활동이 중점을 두어야 할 요구는 ‘지역의
전체 구성원들의 사업 참여를 위한 동기 유발’, ‘선 계획 후 지원 정책 추진체
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 ‘사업 참여자들의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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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학습조직과 시범사업을 통한 경험 축적 기회 제공’, ‘비즈니스 수행에 필
요한 실무적 능력 신장’, ‘중앙의 집체식 교육·훈련에 병행하는 지방 주도의 농
촌 지도자 교육·훈련’ 등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
책 방향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농촌지역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일반 주민이
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셋째, 역량 강화 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업 참여 주체들의 학습조직 활동을 촉진하여 사업실행
조직을 견고하게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참여 주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학습하여 실제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선 계획 후 지원’의 정책
추진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채용하고, 주체들이 작은 규모의 사업을 경험한 후 더 큰 사업을 추
진하도록 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지역 내 다
양한 주체들이 파트너십 또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촉진하는 중앙정부 차원
의 구상과 지자체 수준의 실험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앞서 수행한 여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
체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앙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촌개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여러 분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개발 지도자 교육‧훈
련 과정의 기획 및 평가를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변화하는 정책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역계획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므로, 이에 대응하
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농촌개발 역량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습조직 활동을 적극
적으로 권장하고 유인하는 것이다. 학습조직 활동은 ‘실천을 통한 학습’ 원리
에 가장 근접하고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이다. 둘째, 농촌개발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진행
되는 여러 가지 개별 사업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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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함으로써,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소규모 시범사업부터 시작해 점차 경험을
축적하면서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 차원에서 동시에 ‘선
계획 후 지원’의 정책 추진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충분히 역
량을 축적한 주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 실행 전에 계획을 충실히 수
립할 시간과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개발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역량 강화를 위한
현행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역량 강화
정책의 현황
진단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역량’ 및 ‘역량
강화’의 정의 및
범위는 무엇인가?

역량 강화의
정의 및 범위

연구문제 제기

➡

∘ 농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농촌 ‘지역사회의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

▪ 역량 강화의 의미

∘ 지역사회의 후생 증진을 위해 유기적·조직적으로 잘 기능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관계를 강조

▪ 지역사회의 역량

지원 규모 분석

농촌개발사업
역량 강화 분야

계획·시책 검토

중앙정부의
역량 강화 관련

※ ’02~’08년간 9개 주요 농촌개발 정책사업 대상
∘ 전체 사업예산 중 역량 강화 분야에 3,693억 7,900만 원(24.1%)
투입
∘ 전반적으로 지속적 증가, 특히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과 지역농업

∘ 농촌개발사업의 시행지침상 역량 강화 활동을 동반 수행하도록
의무·권장
∘ 중앙단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계 진행(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대책’ 수립

역량 강화의
의미 및 범위(차원) ▪ 역량 강화의 차원
∘ 역량 강화란 인적자원 개발, 조직 개발, 법률적·제도적 틀 개선이
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관련 주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의미

역량의 개념

∘ 사업 참여 주체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활
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LEADER 프로그램의 농촌개발사업 라이프사이클 단계적 지원
모델 제시

▪ 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 ‘특정 농촌개발 정책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과 ‘농촌 지역사회의
역량’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

분석 결과

➡

그림 6-1. 주요 연구 결과 요약도

농촌개발
역량 강화
방안

단체

지방
자치

개선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앙정부

∘ 중앙 단위의 집체식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한계를 고려할 때 다수의 지역주민 역량 강
화를 위한 학습조직 육성이 중요
① 학습조직을 지방자치단체가 기획·추진할 사
업의 잠재적 실행 주체로 규정하고 학습활
동 지원
② 학습조직 활동의 결과로 수립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 고안

▪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조직 육성

∘ 지자체 공무원의 지역계획 역량 강화를 목적
으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 부재 → 포괄보조
금 체제하 지자체 공무원의 계획 역량을 강
화하는 교육‧훈련 과정 마련

▪ 지자체 공무원의 지역계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신설

∘ 누적적‧체계적 평가가 불가능한 현 방식 →
일관적‧지속적으로 기획‧평가가 가능하도
록 촉진 방안 마련

▪ 농촌개발 지도자 교육‧훈련 과정의 기획 및
평가 체계화

∘ 현행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은 주로 농촌관광
개발 분야에 치중 → 향토산업육성 및 지역
농업개발 분야의 농촌 지도자 육성을 위한
집체식 교육‧훈련 과정 개설

▪ 농촌개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확충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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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사업 현
장에서 참여 주체
의 역량 실태는
어떠한가? / 어떠
한 역량 강화 요
구가 존재하는가?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활동
실태 및 요구
분석

⇩

(계속)

연구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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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강화 활동
실태 및 요구

농촌관광개발 분야

실태 및 요구

향토산업육성 분야
역량 강화 활동

실태 및 요구

지역농업개발 분야
역량 강화 활동

현황 분석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업체

컨설팅 및

(계속)

∘ 농촌리더 육성과 함께 공무원 역량에 대한 강조
∘ 비즈니스 계획수립 역량 강조, 선 계획 후 지원 방식 선호

▪ 높은 중요도의 역량 강화 요구

▪ 사업 단계별 참여 주체의 역할 및 실태 파악
▪ 6가지 주요 담론(역량 강화 요구 패턴) 도출

∘ 농촌리더 및 지역주민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 강함
∘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역량 축적 체계 마련 요구

▪ 사업 단계별 참여 주체의 역할 및 실태 파악
▪ 4가지 주요 담론(역량 강화 요구 패턴) 도출
▪ 높은 중요도의 역량 강화 요구

∘ 농촌리더 육성에 대한 강한 요구+지역주민 역량도 중요
∘ 농촌개발사업의 의미 이해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사업 단계별 참여 주체의 역할 및 실태 파악
▪ 6가지 주요 담론(역량 강화 요구 패턴) 도출
▪ 높은 중요도의 역량 강화 요구

∘ 2008년 기준 63개 업체, 460명의 전문 인력이 농촌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수행
∘ 7년 동안 사업체 수 2.2배, 석사급 이상 전문 인력 1.9배 증가
∘ 일부 긍정적 결과도 있으나, 농촌개발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 노정

클러스터 사업이 시작된 ’05년에 전년도 대비 증가율 938.4%로
대폭 증가
∘ 사업 분야별로는 지역농업개발 분야의 비중이 높음
∘ 역량 강화 활동별로는 컨설팅(35.7%), 교육·훈련(34.0%), 학습조
직(18.1%), 토론회·포럼(12.3%)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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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후 지원‘
정책
추진체계

‘선 계획

중앙정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계속)

∘ 실제적인 사업계획 수립의 전제 조건은 참여
주체들의 계획 수립 역량
∘ 상당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계획 수립 작업
에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경험이 역량 강
화의 과정
① 체계적인 역량 강화 활동과 정책사업 추진
체계를 긴밀하게 결합
② 필요 자원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의
행정기관이 주도 → 사업에 따라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 ‘선 계획 후지원’ 정책 추진체계 도입

∘ 강조되는 지방분권화하 지자체에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들은 거버넌스에 기초
① 점점 더 많은 민간 부문의 주체들이 정책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점진적으로
유도
②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과감히 민간 부문 주
체들에 양도하여 책임 있는 사업의 기획‧실
행 기회 제공

▪ 농촌개발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노력 필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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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농촌개발사업 참여주체의 역량 강화 활동 실태 조사표:
공무원 조사

※ 응답자 일반현황
지자체: (

)도 (

담당자 소속부서: (
연락처: (

)시·군
) → 분류 ① 기획 ② 농정 ③ 농업기술센터

)

Ⅰ. 최근 5년간 귀 부서(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업·농촌개발 관련 정책사업은
무엇입니까? 아래 표에서 각 사업의 추진 여부를 먼저 표시하고, 각 사업에서 이루
어진 ‘역량 강화 활동’은 무엇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사업명

추진
여부

교육‧훈련

신활력사업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브랜드경영체 육성 사업
향토산업 육성 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
광역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기타 1(
)
기타 2(
)
기타 3(
)
[용어설명] 교육‧훈련: 집합식 강의
학습조직: 소규모 스터디그룹, 연구회
컨설팅: 컨설팅업체의 사업 계획수립 용역
토론회: 각종 포럼, 워크숍, 세미나

역량 강화 활동 여부
학습조직
컨설팅
토론회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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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에 표시한 정책사업 중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
업을 하나 선택하여 그 명칭을 적고, 이하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동일한 사업을
지역의 여러 곳에서 수행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고르셔서 해당 사업지
구명(예: 상그린 권역, 율촌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을 같이 적어 주십시오.

1. 사업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사업의 시작·종료(예정) 시점은? (____년 ___월부터 ____년 ____월까지)

3. 사업의 예산(사업기간 전체 예산)은 얼마이고, 예산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총예산액: (
• 예산구성: (국비:

)만 원
%, 광역시·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4. 사업 예산 중에서 사업기간 전체 동안 ‘역량 강화 활동’을 위해 사용된(또는 사용할)
예산의 규모를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로 %로 답해 주십시오.
• 교육‧훈련에 투입한(또는 투입할) 예산: 전체의 _______%
• 학습조직 운영에 투입한(또는 투입할) 예산: 전체의 _______%
• 컨설팅 또는 계획수립 용역에 투입한(또는 투입할) 예산: 전체의 _______%
• 토론회에 투입한(또는 투입할) 예산: 전체의 _______%

5.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행했던 ‘역량 강화 활동(교육‧훈련, 학습조직운영, 컨설팅, 토론
회)’별로 그 효과를 묻는 11개 항목이 제시됩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교육‧훈련, 학습
조직운영, 컨설팅, 토론회 등의 역량 강화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5점 척도(전
혀 아니다:1～ 매우 그렇다:5)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실시되지 않은 역량 강화
활동에는 0을 표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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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활동
효과성 점검 항목

교육
훈련

학습 컨설팅 토론회
조직

① 지역주민(또는 농업인)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되었다
② 사업 초기에 지역주민(또는 농업인) 등의 참여 분위기와 의지를 불러일으키
는 등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었다
③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의 상황과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④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비전(vision)과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세부사업 아이템이나 내용을 마련하는 데 도
움이 되었다
⑥ 사업 참여 주체들이 사업 실행 단계에서 농업 또는 농촌관광 또는 농특산물
가공 등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⑦ 사업 참여 주체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⑧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상품(농산물, 가공품 등)이나 서비스(체험 프로그램 등
농촌관광 서비스)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⑨ 사업추진조직(영농조합법인, ○○마을위원회, ○○사업단 등)을 잘 관리·운
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⑩ 사업추진조직이 자금이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
움이 되었다
⑪ 사업 실행 중간에 또는 끝난 후에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6. 이 사업을 실행하는 조직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

)

7. 사업실행 조직은 어떤 형태의 조직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사업과 관
련하여 여러 개의 실행조직이 있다면, 가장 상위에 있고 가장 중요한 조직을 염두에
두고 답해 주십시오.
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법인(예: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등) _____
② 영리활동을 하는 법인화되지 않은 단체(예: △△△추진위원회 등) _____
③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화된 민간사회단체 _____
④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화된 민간사회단체 _____
⑤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는 여러 단체들의 협의체 _____
⑥ 민간부문 여러 단체들의 협의체 _____

132

8. ‘7번’ 문항에서 답한 사업실행 조직의 주요 구성원(또는 단체)은 누구이고, 이들의 역
할은 무엇이었는지 표시해 주고, 그 중요도를 표시해주십시오.
주요 역할
참여한 단체(조직) 명칭 구성원
역할
상품·서비스
또는 개인의 성명
특성
정보·지식 사업계획
지역주민 대외협력
중요도
(예: 김○○로 표시)
분류 전파/확산 수립 생산기술 홍보/ 참여유도 관계구축 재정 관리
습득/확산

마케팅

[구성원 특성분류 예]
지방자치단체(또는 지자체 부서) = 1, 농업기술센터 = 2, 지역 내 대학 = 3, 지역 외부의 대학
= 4, 중앙정부 산하 기관 = 5, 민간부문 경제활동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개인사업
체 등) = 6, 민간부문 비경제활동조직(지역사회 내 NGO 등) = 7, 개인 = 8, 지역외부의 연구
소 또는 기업 = 9
[역할 중요도]
거의 중요하지 않음 = 1, 약간 중요 = 2, 매우 중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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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 사회의 일반 주민들은 이 사업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주요 참여방식별로 표시해
주십시오.
참여 정도
참여 방식

①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토론회나 자문회의에 참여하였다
②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내 유력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였다
③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사회 내 조직이나 단체를 통해 의
견을 전달하였다
④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였다
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설문조사나 여론조사에 응하였다
⑥ 사업실행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특별한 행사(예: 지역축제)를
계기로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⑦ 사업 평가회에 참여하였다
⑧ 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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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농촌개발사업 참여주체의 역량 강화 활동 실태 조사표:
주민 조사

Ⅰ. 귀하께서 참여하신 농업·농촌개발 관련 정책사업은 무엇입니까? 아래 표에서 해
당되는 사업을 표시해 주십시오(2개 이상일 경우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표시하
신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하신 ‘역량 강화 활동’은 무엇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추진
여부

사업명

역량 강화 활동 여부
교육‧훈련

신활력사업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브랜드경영체 육성 사업
향토산업 육성 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
광역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기타 1(

)

기타 2(

)

기타 3(

)

[용어설명] 교육‧훈련: 집합식 강의
학습조직: 소규모 스터디그룹, 연구회
컨설팅: 컨설팅업체의 사업 계획수립 용역
토론회: 각종 포럼, 워크숍, 세미나

학습조직

컨설팅

토론회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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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에 표시한 사업에 관해, 이하의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2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
신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고르셔서 해당 사업지구명(예: 상그린 권역, 율
촌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을 같이 적어 주십시오.

1. 사업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사업의 시작·종료(예정) 시점은? (____년 ___월부터 ____년 ____월까지)

3. 사업의 예산(사업기간 전체 예산)은 얼마이고, 예산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총예산액: (
• 예산구성: (국비:

)만 원
%, 광역시·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4. 사업 예산 중에서 사업기간 전체 동안 ‘역량 강화 활동’을 위해 사용된(또는 사용할)
예산의 규모를 역량 강화 활동 유형별로 %로 답해 주십시오.
• 교육‧훈련에 투입한(또는 투입할) 예산: 전체의 _______%
• 학습조직 운영에 투입한(또는 투입할) 예산: 전체의 _______%
• 컨설팅 또는 계획수립 용역에 투입한(또는 투입할) 예산: 전체의 _______%
• 토론회에 투입한(또는 투입할) 예산: 전체의 _______%

5.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했던 ‘역량 강화 활동(교육‧훈련, 학습조직운영, 컨설팅, 토론
회)’별로 그 효과를 묻는 11개 항목이 제시됩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교육‧훈련, 학습
조직운영, 컨설팅, 토론회 등의 역량 강화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5점 척도(전
혀 아니다: 1～ 매우 그렇다: 5)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전혀 실시되지 않은 역량 강화
활동에는 0을 표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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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활동
효과성 점검 항목

교육
훈련

학습
컨설팅 토론회
조직

① 지역주민(또는 농업인)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되었다
② 사업 초기에 지역주민(또는 농업인) 등의 참여 분위기와 의지를 불러일으키
는 등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었다
③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의 상황과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④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비전(vision)과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세부사업 아이템이나 내용을 마련하는 데 도
움이 되었다
⑥ 사업 참여 주체들이 사업 실행 단계에서 농업 또는 농촌관광 또는 농특산물
가공 등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⑦ 사업 참여 주체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⑧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상품(농산물, 가공품 등)이나 서비스(체험 프로그램 등
농촌관광 서비스)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⑨ 사업추진조직(영농조합법인, ○○마을위원회, ○○사업단 등)을 잘 관리·운
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⑩ 사업추진조직이 자금이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
움이 되었다
⑪ 사업 실행 중간에 또는 끝난 후에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6. 이 사업을 실행하는 조직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

)

7. 사업실행 조직은 어떤 형태의 조직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사업과 관
련하여 여러 개의 실행조직이 있다면, 가장 상위에 있고 가장 중요한 조직을 염두에
두고 답해 주십시오.
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법인(예: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등) _____
② 영리활동을 하는 법인화되지 않은 단체(예: △△△추진위원회 등) _____
③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화된 민간사회단체 _____
④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화된 민간사회단체 _____
⑤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는 여러 단체들의 협의체 _____
⑥ 민간부문 여러 단체들의 협의체 _____

137

8. 지역 사회의 일반 주민들은 이 사업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주요 참여방식별로 표시
해주십시오.
참여 정도
참여 방식

①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토론회나 자문회의에 참여하였다
②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내 유력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였다
③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사회 내 조직이나 단체를 통해 의
견을 전달하였다
④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였다
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설문조사나 여론조사에 응하였다
⑥ 사업실행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특별한 행사(예: 지역축제)를
계기로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⑦ 사업 평가회에 참여하였다
⑧ 사업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다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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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농촌개발사업 참여주체의 역량 강화 요구 파악을 위한
Q-방법 조사표

※ 조사 안내문
￭ 본 조사는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
촌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 농촌지역 리더, 주민(농업인
등), 공무원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떠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각기 다른 역량 강화 요구를 담은 진술문이 적힌 25개의 카드가 제시됩니다. 진술문
각각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를 판단하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카드부터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카드까지 그 순서대로 분류판 위에 점수가 높
은 칸에서 낮은 칸 순으로 배치하여 주십시오.

※ 25개 역량 강화 요구 진술문 제시
번호
1
2
3
4
5
6

진술문: 역량 강화 요구 내용
지역의 사업 추진 주체들(리더, 지역주민 등)이 농촌개발사업을 왜 하는지 그 근본적 의
미와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 참여자(농업인, 농촌주민)들이 스스로 학습모임을 운영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문
제의 해법을 찾는 방식의 역량 강화 활동이 중요하다.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기술(예: 농가민박시설 설치, 농산물 가공식품 광고) 등
실무적이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마을)의 리더뿐만 아니라, 지역(마을)의 일반 주민(농업인 등)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수준과 관련 사업의 종류에 따라 내용과 접근
방법을 달리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역주민과 상황을 밀접히 이해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기관·단체가 교육 또는 학습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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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진술문: 역량 강화 요구 내용

7

소비자의 수요(선호, 취향)와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상품(유·무형)을 기획하는 역량
을 강화해야 한다.

8

국내외 다른 지역의 성공적 사례들을 직접 견학하여 배우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9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0

농촌개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농촌리더를 육성해
야 한다.

11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사업계획 수
립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농촌개발 주체의 역량 강화 활동에 종사할 전문적인 공무원 인
력을 확보해야 한다.

13

사업 참여자들이 합의하여 공동의 규칙(예: 품질관리 기준 등)을 만들고 그것을 준수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4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중앙의 큰 기관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
으로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15

정책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농업인)들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비전을 공
유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16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지역발전과 관련된 이슈와 비전을 논의하는 포럼활동을 활
성화시켜야 한다.

17

사업 목적에 따라 시설 및 설비 투자의 규모를 적절하게 계획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8

지역 내 관련 종사자, 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네트워크)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19

개발한 유·무형의 상품(또는 서비스)을 시장에 널리 유통·판매하는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0

규모가 큰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 경험하면서 역량을 축적하도록 정책추
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1

중앙의 교육기관이 개발사업 참여자들을 소집하여 수행하는 집합교육보다는 전문가가
지역을 찾아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2

재무, 회계 측면에서 전문적 경영 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3

사업기획, 주민참여 유도 등 농촌개발사업을 이끌어가는(지원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
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4

다양한 사업경험을 가진 여러 지역의 개발사업 주체들이 모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활동(워크숍 등)이 역량 강화에 중요하다.

25

지역주민(농업인)들이 충분한 시간과 고민 끝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을 평가
하여 정책사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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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형태

￭ 역량 강화 요구 중요도에 따른 진술문 분류판
덜
중요하다

-4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3

-2

-1

0

+1

+2

+3

A

+4
B

￭ 귀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4 아래(B칸) 진술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귀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4(A칸) 아래 진술문에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응답자 일반현황
1. 귀하의 연령을 기입해 주십시오. (

세)

2. 귀하의 성별을 기입해 주십시오. (

)

3. 귀하의 학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④ 석사학위 취득

⑤ 박사학위 취득

4.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공무원

② 전문업체 컨설턴트

③ 대학교 졸업

)
③ 교수 또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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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촌주민(농업인 등)

⑤ 기타

5. 귀하의 소속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

6. 귀하께서는 다음의 농촌개발사업 중 주로 어떤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십니까? (
① 농촌관광

② 농특산물가공(향토산업)

③ 지역농업개발

7. 귀하께서 현재와 같은 일을 해 오신지는 몇 해 정도 되셨습니까?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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