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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액션러

닝을 통한 교육은 핵심 리더 양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교육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 리더에게는 액션러

닝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관련 학습 프로그램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에 현존하는 농업인의 비율이 낮지 않음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

역리더 양성을 위한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을 과제, 학습자, 러닝 코치, 운영자와 관련

하여 알아보았다. 국내에서 실시된 농촌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액션러닝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

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총 4 단계의 연구 절차를 거쳤다. 문헌연구 및 연구 대상 선정,

반 구조화된 면담 가이드 개발, 교육과정 자료 수집 및 분석 및 결론 도출의 단계이다. 교육과

정 자료 수집 및 분석은 참여관찰, 현장자료 수집, 심층면접 등의 방법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과제와 관련된 성공요인은 과제의 선정과 적절성의 측면에서, 학습자와 관련된

성공요인은 자발적 학습 분위기,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학습의지의 세 가지 측면으로, 러닝

코치와 관련된 성공요인은 인간관계 자질, 수행기술 관계 자질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운영

자와 관련된 성공요인은 학습팀 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세스 설계의 관점에서 각각 도출

되었다. 이 밖에도 농업인의 특성에 따른 교육 시기의 적절성, 교육 홍보, 교육과 관련된 보상

체계 및 중도탈락의 관리 등에 대한 의견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성공요인들은 농촌

지역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액션러닝 프로그램 실시 후 도출된 것으로 기업인 대상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성공요인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지역 및 농업을 하는 지역 리더의 특성이

결합되어 주거 및 업무 환경의 특성이 결과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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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 정보화 시대로의 전환으로 국가 차원의 경쟁력 뿐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인적자원의 인프

라를 구축하고, 우수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 수준 높

은 교육을 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도 예외일 수 없는데, 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 구성원은 농업의

내적ㆍ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쟁력 있는 농촌지역리더 양성을 요구하고 있

다. 역량 있는 신규인력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인력으로 양성하고 동시에 기존의

인력에 대해서도 시대적 상황에 맞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

업인 교육에 있어서 영농기술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 리더십 등의 모든 내용영역이 농업인

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영농기술 교육에 치중된 현실의 상황을 지양하

고, 경영관리 및 리더십 관련 유형의 교육과정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김진모 외, 2007).

농업인 대상의 교육내용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강의식 뿐 아니라 참여식, 실습식, 토론식, e-learning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농촌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요구는 내용 뿐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해지고

있다. Kilpatrick 등(1999)은 농업인이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세미나, 워크숍, 산업체 미팅,

컨퍼런스, 현장견학(field days) 등이며, 특히 단기코스로 프로젝트 형식 또는 액션러닝

(action learning) 방식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Trede와 Whitaker(2000)의 연구

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농업인은 경험에 의한 학습과 문제해결 상황에서 교육자의 실습경

험과 사고경험을 강조하는 방법, 현장학습에 의한 교육을 선호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개발된 농촌지역리더 양성 교육 사례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인제군의 마을리

더 육성 과정, 상주시 여성마을리더 역량 개발 과정, 담양군 마을리더 과정, 괴산군의 농

촌지역리더 양성과정 등이 있다. 이들 교육 과정에서는 모두 현장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

를 수행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

는 액션러닝 방식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본래 기업에서 시작된 액션러닝은 최

근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도 확대되고 있다. 농촌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액션러

닝 적용 사례가 많아지는 이유는 이 학습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농업인 학습자의 특성으로 농업인

은 자신의 경험이나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을 학습하고자 하며, 실용적이

고 문제해결적 접근을 추구한다. 이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액션러닝의 취지

와 맞다. 두 번째, 업(業)의 특성상 농업인 교육은 기업교육에 비해 생계와 직결될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다루는 액션러닝이 학습자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세 번째, 농업인 학습자의 교육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실용적이고 현장

중심적으로 변화(Kilpatrick 외, 1999; Trede와 Whitaker, 2000)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농업인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강의, 현장견학, 토의 등으로 실제 그들의

요구인 체험식, 실험, 실습식 등의 방법이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마상진, 김영생, 2006). 또한 농업인 학습자를 위한 액션러닝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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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이 확산되고 있으나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평가 역시 전문적인 검토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자체 내부 평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박경 외, 2007). 따라서 농촌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액션러닝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공 사례에 대

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액션러닝의 성공요인에 비추어 농촌지역리더 양성

을 위한 액션러닝의 성공요인을 귀납적으로 도출해내고자 한다. 액션러닝의 성공요인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김미정, 2002; 김영균, 2003; 봉현철, 2007; 조현

경, 2003; Marquardt, 2004; McGill & Beaty, 200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로부터 도

출된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을 비교 분석한 내용(봉현철, 김형숙, 김봉광, 2007)

및 <표 Ⅱ-2>에 제시된 봉현철(2007)의 액션러닝 성공요인을 재구성하여 크게 4가지 요

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과제 요인, 학습자 요인, 러닝코치 요인, 운영자 요인이다. 이 4

가지 요인에 대한 세부항목을 다시 나누었는데, 과제 요인은 과제 선정 및 과제의 적절

성(Marquardt, 2000a)으로, 학습자 요인으로는 자발적인 학습 분위기, 대인관계 및 의사

소통(김형숙, 봉현철, 김봉광, 2007), 학습의지로 나누었다. 러닝코치와 관련된 성공요인은

기존 연구들에서 이에 대한 세부 요인을 다루고 있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인

간관계 자질 및 기술적 측면의 수행기술 관계자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운영자 요인은

학습팀 구성과 프로세스 운영 및 프로세스 설계를 그 세부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일반적

으로 많은 연구에서 학습팀의 구성을 액션러닝의 성공요인으로 보고 있었는데(Marquadt,

2000a), 본 액션러닝 프로그램에서 학습팀의 구성은 운영자가 담당하는 부분으로 이를 운

영자 관련 하위요소로 포함시켰으며, 이 밖에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운영

자의 역량을 프로세스 운영 및 프로세스 설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와 같은 4가지 요인과 9가지 하위 항목의 액션러닝 성공기준에 비춰 농업인 대상 액션러

닝이 적용된 사례를 귀납적으로 살펴 성공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액션러닝의 성

공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농업인 대상의 액션러닝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다

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학습 사례를 통해서 밝혀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액션러닝

1) 액션러닝의 개념

액션러닝은 실천 중심적 학습철학과 현장 중심적 학습철학에 기반을 두고|(김미정, 유

영만, 2003),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배우며 이러한 학습이 각 구성원과 조직에

미치는 이점에 초점을 두는 소집단 활동 과정의 강력한 교육 프로그램이다(Marquardt,

2000a). 실제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내고 이를 실행하면서 개인, 팀, 조직이 학습하는 과

정이다. 문제해결 못지않게 학습과 팀의 발전이 중요하며, 집단이 문제해결의 주체일 뿐

아니라 도구가 된다. 또한 답보다는 질문, 토론이나 논쟁보다는 대화가 중요하고,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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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에게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이나 체계적 사고를 요구하는 실행과 전략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액션러닝은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Marquardt, 2004).

액션러닝에는 실제 인물이 실제 상황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을 취하며, 그 과

정에서 학습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액션러닝에서는 참여자 주도와 민주적

가치, 진화해 가는 과정이 강조된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액션러닝의 창시자인

Revans(1982)는 액션러닝을 제한적인 용어로 규정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너무 한정적인

구조로 정의하다보면 액션러닝 고유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Marquardt(2000b)는 액션러닝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학습 팀, 러닝코치, 실제 문제,

학습의지, 실행의지, 그리고 질의와 성찰의 6가지를 들었다. [그림 Ⅱ-1]

[그림 Ⅱ-1] 액션러닝의 6대 구성 요소 (Marquardt, 2000b)

액션러닝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에서는 4∼8명으로 구성된 학습 팀이 부서 또는 전사

차원에서 꼭 해결해야 할 중대하고 난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대

안을 개발하며 그 대안들에 대하여 토의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가진 다양한 관점에 바탕

을 두어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문제해결과정을 성찰하는 가운데 학습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실제 액션러닝을 통해 도출된 문제해결 방안은 정해진 시점까지 반드시 해

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 혹은 그들이 당면한 문

제의 급박한 해결 등을 위해 해결대안에 대한 실행의지가 강하다. 이러한 실행의지는 학

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각 학습 팀에 러닝 코치라고

불리는 과정 촉진자를 배정하는 일이다. 러닝 코치는 학습 팀 구성원들에게 경청 방법,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법, 구체적 행동을 계획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과 방법, 다른

구성원들을 격려하는 방법 등을 조언하며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구성원들이 적절한 시

기에 적절한 시간 동안 그들의 추진 경과를 성찰하고, 학습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

와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습 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한다(Marquardt, 2000b).

러닝 코치와 더불어 성공적 액션러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원

칙들이 포함된다(김미정, 유영만, 2003). 첫째, 문제는 가상의 문제가 아니라 참가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제 문제여야 한다. 둘째, 성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외부 전문가

보다는 내부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여기서의 학습은 실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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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 대한 성찰보다는 실천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용해보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찰과정을 통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넷째, 일과 학습을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하

나의 활동으로 본다. 다섯째, 진정한 의미의 학습은 의도적으로 설정된 기간보다는 일상

적인 과업활동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 여섯째, 액션러닝의 학습은 고정관념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새로운 관점을 요구한다.

이러한 액션러닝은 주로 기업경영 쪽에서 각광받는 조직학습의 도구로 발전되어 왔다.

이는 액션러닝을 조직에 도입할 경우 창의력, 주인의식, 위험감수의지, 조직 내 상호작

용, 사기 및 업무만족도 등이 증가하는 효과 등이 실제로 보고되어 왔기 때문이다(봉현

철, 유평준, 2001). Marquardt(2000a)는 액션러닝이 체계적 사고 접근을 통해 복잡한 문

제와 도전을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이며, 팀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의 학습을 도와 팀을 강

하게 하고, 협력적 문화와 자신감을 생성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구성원들의 리더십, 유능

감,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2)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성공요인

Inglis(1994)는 액션러닝 핵심 성공요인을 과제의 적절성,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기부여, 문제해결의 학습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 학습을 통한 개

인의 성장 등 4가지로 나누었고, Weinstein(1999)는 과제의 적절성, 학습 팀의 구성, 질문,

성찰, 실천, 러닝 코치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 충분한 시간 등 8가지로 규정하고 있다(김형

숙, 봉현철, 김봉광, 2007, 재인용). 액션러닝 프로그램 또는 액션러닝 팀의 성공요인에 관

한 선행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Ⅱ-1>과 같다(김형숙, 봉현철, 김봉광, 2007).

   핵심 성공         

요인

연구자

적절

한 

과제

학습

팀 

구성

질문 성찰 실천
러닝

코치

자발

적 

학습 

분위

기

충분

한 

시간

개인

의 

성장 

강조

행정

적 

재정

적 

지원

대인

관계 

및

의사

소통

스폰

서와 

실행

책임

이태복․,최명숙(2005) ○ ○ ○ ○ ○ ○

박승희(2004) ○ ○ ○ ○ ○ ○

김영균(2003) ○ ○ ○ ○ ○

장환순(2003) ○ ○ ○

조현경(2003) ○ ○

김미정(2002) ○ ○ ○ ○ ○

Kim(2007) ○ ○ ○ ○ ○

Marquardt(2004) ○ ○ ○ ○ ○ ○ ○

Brassard(2002) ○ ○ ○ ○ ○ ○ ○

McGill & Beaty(2001) ○ ○ ○ ○

Ingram et al.(2000) ○ ○ ○

Marquardt(2000a) ○ ○ ○ ○ ○

Weinstein(1999) ○ ○ ○ ○ ○ ○ ○

Dilworth(1998) ○ ○ ○ ○ ○ ○

Dixon(1998) ○ ○ ○ ○ ○ ○

Inglis(1994) ○ ○ ○ ○

출처: 김형숙, 봉현철, 김봉광(2007)에서 재인용

<표 Ⅱ-1> 액션러닝의 성공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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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봉현철(2007)은 액션러닝의 성공요인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다음의 <표 Ⅱ-2>와

같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No. 핵심성공요인 내용

1
과제 선정

노하우

∙ 프로그램 고유의 과제 선정기준 제공

∙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제 선정절차 설계

∙ 과제기술서 제공 및 학습팀(자)과 스폰서 간의 사전 합의 유도

2
학습팀 구성

노하우

∙ 학습팀 내 다양성 제고

∙ 과제수행책임의 편중현상 방지

3

학습자

동기부여

노하우

∙ 프로그램 이수를 승진 또는 승격 조건화

∙ 프로그램 이수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

∙ 최고 경영층 대상 발표의 의무화

∙ 우수 학습팀(자) 포상

∙ 개인차원의 무형적 효용 강조

∙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사명감 고취

∙ 핵심인재로서의 자부심 고취

4
러닝코치 관리

노하우

∙ 훌륭한 자질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러닝코치 확보

∙ 역할 정의 및 공유

∙ 러닝코치 양성과정(사내코치) 또는 Workshop(사외코치) 실시

∙ 평가 실시 및 피드백(Feedback) 제공

∙ 금전적 보상 및/또는 인사상 혜택 제공(사내코치)

5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설계

노하우

∙ 과제 수행 및 실행효과 극대화 노력

∘학습팀과 스폰서 간 의사소통

∘변화관리

∘실행의사결정, 실행, 실행결과의 점검

∙ 학습효과 극대화 노력

∘과제 관련 및 프로세스 관련 지식과 도구 제공

∘사내외 벤치마킹 기회 제공 및 비용 지원

∘성찰과 피드백 실시 촉진

∘학습팀간 상호 벤치마킹 기회제공

6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

∙ 교육 참가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 프로그램 참가 주체들 간의 조정(Coordination)

∙ 정보 공유와 안내

∙ 엄정한 집행

∙ 융통성 발휘

출처: 봉현철(2007)

<표 Ⅱ-2>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핵심성공요인

봉현철(2007)이 제시한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은 6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과제

선정 노하우, 학습팀 구성 노하우, 학습자 동기부여 노하우, 러닝코치 관리 노하우, 프로

그램 운영 프로세스 설계 노하우,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이다. 이는 특정 기업에서 실행

된 액션러닝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이므로 세부 내용은 기업 외의 대상에 일반화시키기

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액션러닝 구성요소에 기반한 핵심성공요인은 대상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핵심성공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결과로 어떤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또는, 액션러닝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을

때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액션러닝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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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공학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평가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Kirkpatrick의 평가 4단계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성공적

인 액션러닝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1단계(만족 또는 반응정도) 평가에서 교육

생, 최고경영층, 러닝코치의 운영과정에 대한 만족이 드러나야 한다. 2단계(학습정도) 평

가에서는 과제, 문제해결기법, 의사소통능력 등과 같은 과정지식(Process Knowledge)을

얼마나 습득하였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3단계(실무적용도) 평가에서는 액션러

닝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실제 업무에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4단계(ROI) 평가는 습득 내용을 실무적용 후 향상된 경영성과가

투입비용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여 투입비용보다 성과가 높은 경우 성공적인 액

션러닝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김형숙, 봉현철, 김봉광, 2007).

2. 농촌지역리더 교육의 특성

1) 교육 프로그램 특성

김진군, 강정현, 김인규(2008)는 농촌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농업인 학

습자의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된 모든 학습활동으로 정의하였으

며, vandenBan과 Hawkins(1996)는 생산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간의 활동 뿐

아니라 새로운 품종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같은 단기간의 활동까지도 포괄한다고 하였다.

농업인 교육은 생계와 직결될 수 있어 실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학습자의 행동변

화 과정을 중시한다. 또한 농번기와 농한기 등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어

렵다. 이러한 업(業)의 특성상 사회교육 차원에서 고려되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같은 정

규교육과정과 같이 연속적이고 체계적일 수는 없다.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할 사항으로 vandenBan과 Hawkins(1996)는 목적,

주요 대상, 내용, 방법, 조직 등을(김진모 외, 2007, 재인용), 나승일 외(2008)는 교육목표,

대상, 내용, 방법 등을 언급하고 있다. 마상진, 김영생(2006)은 내용, 방법, 교육지원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프

로그램 구성요소의 구분에 차이를 보이나, 공통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시 필수 고려사항

으로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들고 있다.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관해 살펴보면 우선 교육내용에 대해

NESFI(New England Small Farm Institute, 1999)는 사업기반조성, 경영관리, 교육훈련, 지역

사회와의 관계유지, 인력관리, 농장시설관리, 생산관리, 가축사육, 마케팅, 사업검토 등 주요

영역을 12개로 설정하였고, RTC(Rural Training Council, 1995)는 마케팅, 경영관리, 경영위

험분석, 토지지력관리(landcare & sustainability), 정보화, 재정관리 등으로 구분하였다. 마상

진과 김영생(2005)은 NESFI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에 대한 농업인 요구분석을 하였는

데, 그 결과 영농일손 관리, 정보획득, 농기계 및 시설관리, 사업기반조성 등이 나타났다. 교

육내용과 더불어 교육방법에 대해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강의 방식을 살펴보면 그들은 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공되며, 단기과정 위주의 사례연구에 대한 강의를 선호했다.

또한 직접 몸으로 경험해보는 훈련이나 인적 상호작용이 포함된 강의를 선호하였다(RTC,

1995). Kilpatrick(1999)과 Trede & Whitaker(2000)에 의하면 농업인들은 단기교육과정,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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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워크숍, 현장견학이나 경험에 의한 학습과 문제해결 상황에서 교육자의 실습경험과 사고

경험을 강조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상진과 김영생(2005)은 한

국의 경우 농촌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에 주로 강의, 현장견학, 토의 등의 교수학습방법이

활용되는데, 실제 학습자의 요구는 체험, 실험, 실습 등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김진모 외(2008)는 ‘등급분류제를 활용한 농업인 교육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는데, 농업인 대

상의 교육프로그램을 <표 Ⅱ-3>과 같이 3개의 내용영역(영농기술, 경영관리, 리더십)으로 분류

하고, 각 영역을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다. 이를 살펴보면 등급에 따라 교육의 내용, 수준,

방법이 다르며, 강의, 실습, 워크숍, 현장방문 교육, 현장 컨설팅, 지역별 스터디 등과 같은 다

양한 교육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이 단순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경험하

고 문제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농촌지역리더 양성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설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

역
등급 교육내용 도달수준 방법

영

농

기

술

Level 4 영농기술 이론 및 원리

영농기술상 발생하는 전

반적 문제의 해결 및 새

로운 영농기술 개발

강의, 실습, 실험 및 연

구, 토론 및 토의, 실천학

습 형태의 교육과정

Level 3 고급 기술 및 관련 이론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의 

안정적 적용 및 고급 기술 

문제 해결

강의, 실습, 토론 및 토

의, 현장방문 및 컨설팅, 

지역별 스터디 교육과정

Level 2 고급 기술
현장 적용 및 기초 기술  

문제 해결

강의, 현장견학, 관찰 중

심 교육과정

Level 1 기초 재배 및 생산 기술 영농 현장에 안정적 적용 다양한 신규, 보수 교육

경

영

관

리

영

농

조

직

Level 

3
영농 조직의 경영전략 경영 문제의 혁신적 해결

강의, 실습, 토론 및 토의, 

워크숍, 실천학습

Level 

2
영농 조직의 경영혁신

농가 경영 관리에 안정적

으로 적용
다양한 신규, 보수 교육

Level 

1

영농 조직의 경영성과 향

상을 위한 경영실무

농가 경영 관리에 안정적

으로 적용
다양한 신규, 보수 교육

개

별

농

가

Level 

4
개별 농가 경영전략 혁신적 문제해결

강의, 실습, 토론 및 토

의, 워크숍, 실천학습 형

태의 교육과정

Level 

3
개별 농가 경영혁신

농가 경영 관리에 안정적

으로 적용
다양한 신규, 보수 교육

Level 

2

개별농가의 경영성과 향상

을 위해 필요한 경영 실무

농가 경영 관리에 안정적

으로 적용
다양한 신규, 보수 교육

Level 

1

영농정착 및 초기 농가경

영을 위한 경영 계획

농가 경영 관리에 안정적

으로 적용

강의, 견학, 실습 중심 교

육과정

리

더

십

Level 4
최고 리더 역할 수행을 위

한 리더십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적용 가능

강의, 실습, W/S, 문제해

결학습, 실천학습

Level 3 중견리더 역할 수행 문제 해결력
강의, 실습, W/S, 문제해

결학습, 실천학습

Level 2
중견리더 역할 수행을 위

한 리더십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적용 가능

강의, 실습, W/S, 문제해

결학습

Level 1
농촌 주민, 가족구성원을 

위한 리더십

가족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적용 가능
강의, 실습, 토론 및 토의

출처: 김진모 외(2008)

<표 Ⅱ-3> 농업인 교육과정 종합 등급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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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특성

학습자의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참여는 실제 업무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는 농업인 대상의 농촌지역리더 양성 교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지역 환

경 및 업(業)의 특성상 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중도탈락하거나 교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촌지역리더 양성교육의 경우 효율적으로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 지역의 환경 및 학습자인 농업인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교육 참여

저해 및 촉진 요인에 관한 탐색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대상자인 농업인은 성인임과 동시에 농업 및 축산 관련업에 종사한다는 특

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인은 자발성을 가지고 학습상황을 선택하며, 자기주도적이고,

지금까지 누적된 경험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강한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며, 학습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박진도, 2004). 농업인 학습자에

게 교육이란 가르침을 받는다는 입장보다는 스스로 배워나간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가지

며(김성태, 2006), 문화적 배경과 경험도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의 학습

에는 삶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강조된다. 농업인은 자신의 경험이나 관심사

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을 학습하고자 하며, 실용적이고 문제해결적 접근을 추구

한다(박은식, 2006; Flanagan, 1978).

이러한 특성을 지닌 농업인의 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교육목적 및

주제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Lees & Reeve, 1991),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

육기관 및 학습자와의 상호교류가 매우 중요하다(Kilpatrick, 1999). 또한 농업인은 공급자

위주의 구조화된 교육보다는 선진농업인과의 대면, 관찰, 경험, 대중매체 등을 통한 비형

식적 교육을 선호하며, 교육의 유용성, 홍보, 기간, 장소, 일정표 등을 포함하는 접근성 역

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허장, 2003; 마상진, 김영생 2006). 아울러 농업인 학습자의

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 코스 관련성 부족, 시간 제약, 개인적 우선순위, 비용, 학습부적응, 프로그램 부

적절, 정보 부족, 건강 등이 있다(유병민 외, 2010; Filkins, Allen & Cordes, 2000).

III. 연구 방법

연구는 총 4단계로 문헌연구 및 연구대상 선정, 전문 연구자 검토 및 수정을 통한 반

구조화된 면담 가이드 개발, 참여관찰과 현장자료 수집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한 교육과정

자료 수집 및 분석, 마지막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한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성공요인 도출

이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은 교육참여자, 교육운영자, 러닝코치로 구분되었는데, 이들은 목적 표집 방

법으로 선택한 괴산 인재양성 학습센터의 ‘제1기 지역리더양성 교육과정’과 ‘제1기 친환

경 농업경영 교육과정’의 참여자들이다. 교육참여자는 1차 농업에 종사하는 43명의 농촌

지역리더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인재양성 학습센터의 의뢰 하에 한

국생산성본부에서 개발된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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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코치 간 합의 과정을 통해 총 7개의 팀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는데, 7개의 팀 중 3팀

은 지역리더 양성과정을, 나머지 4팀은 친환경 농업경영과정에 참여하였으며, 과제는 팀

과 러닝 코치의 협의 하에 선정되었다. 교육 운영자는 액션러닝에서의 학습 팀이 해결하

려는 과제를 책임지고 후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재양성

학습센터장 1명, 인재양성 학습센터 연구원 1명, 군청 공무원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러

닝코치는 학습 팀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액션러닝 과정 전반에 걸쳐

팀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과정, 문제해결과정, 학습과정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

하였는데, 액션러닝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프로젝트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과, 학

습팀의 과제 수행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업체 직원 1명이 담당하였다. 면

담가이드 개발에는 본 연구에 활용된 교육 프로그램 의뢰를 받은 한국생산성본부의 전

문연구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 등 분석 자료 수집 역시 이들에 의해

실시되었다. 참여관찰은 액션러닝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층면접은 교육대상자, 교육운영자, 러닝코치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은 원자료의 전사, 주제별 약호화, 주제 발견의 3단계 질적 연구 분석을 거쳐 정리

하였다(김영천, 2006). 연구 과정 중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한 전사 후, 주제별 약호화를

위해 <표 Ⅲ-1>를 중심으로 사전목록에 의한 코딩을 통해 사례 별 효과 요인을 범주화

하였다. 분석할 코드의 종류를 미리 개발한 후, 개발된 코드에 준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

석하였다. 분석은 서로 관련이 있거나 연결이 되는 코드를 비교, 대조하고 공통점을 찾

는 과정을 통하여 사례 별 코드 사이에 어떤 관계(효과요인간의 위계관계, 연결 관계, 패

턴, 반복적 아이디어들 등)가 있는지를 찾아낸 후, 이를 개념화하여 효과요인에 대한 주

제를 발견하고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교육과정은 괴산군 인재양성 학습센터의 리더양성 과정으로 괴산

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리더 역량강화를 위해 개발되었고, 총 6개월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지역리더양성 과정과 친환경농업경영 과정 둘로 나뉘어 진행되

었고, 각 액션러닝 프로그램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아토피 치유 센터 개발, 용대천

토종 마을 만들기, 괴산군 친환경농업 지역 조직화 방안, 마을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사

업, 논생물 다양성 농업을 통한 컨텐츠 마케팅, 친환경 농산물 판매 확대 방안의 7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성공판단 기준은 봉현철(2007)의 액션러닝

핵심성공요인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은 <표 Ⅲ-1>와 같다. 성공 판단

기준은 일차적으로 과제, 학습자, 러닝코치, 운영자의 4 가지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9개

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심층 면담을 위한 질문 가이드 작성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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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판단 기준 세부 항목

과제
과제선정

과제의 적절성

학습자

자발적 학습 분위기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학습의지

러닝코치
인간관계 자질

수행기술 관계 자질

운영자
학습팀 구성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세스 설계

<표 Ⅲ-1> 농촌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액션러닝 프로그램 성공 판단 기준

본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Mathison(1991)이 제안한 세 가지 유형

의 삼각측정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적 삼각측정을 활용하였다. 삼각측정

을 위한 첫째 방법론으로는 현존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인재양성학습센

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농촌지역리더 양성과정에 대한 배경을 파악하였다. 괴산 인

재양성 학습센터의 지역리더 양성 교육과정의 전체 교육 일정에서 발생한 집합 교육과

정과 월별 워크숍, 선진지 견학, 최종 워크숍 과정에서 교육 참여자들이 제출한 학습 결

과물을 수집하였다. 여기에는 운영일지, 회의록 등과 더불어 성찰일지, 실행 계획, 벤치

마킹 계획서, 벤치마킹 결과 보고서, 최종 결과 보고서, 교육과정 설문 자료 등이 포함되

었다. 현존자료를 통해 학습팀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운영자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

였다. 둘째 방법론으로는 면담과 대화를 활용하였다. 교육과정 중 운영자, 러닝 코치, 학

습자와의 대화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탐색하였다. 교육과정 전반

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들 간의 질문기술이나 진행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면

담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심층면담을 유도함과 동시에 면담자의 개

인적인 융통성과 자발성을 반영하기 위한 반 구조화된 면담가이드에 의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액션러닝 성공요인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농업인 대상 액션

러닝 프로그램의 성공요인 도출을 위해 성공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면담가이드

를 개발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하였고, 분석을 위하여 빠짐없이 전사하였다. 셋째 방법

론으로는 참여관찰 방법을 활용하였다. 인재양성 학습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리더양

성 과정과 친환경 농업경영 과정 수업 현장에서 참여관찰이 이루어졌다. 액션러닝 과정

에서 참여자들의 참여 정도,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그들의 요구사항 및 액

션러닝이 일어나는 동안의 문제 상황과 보완 상황 등에 대해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반적

인 교육활동 과정을 참여관찰 기록지에 기술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

학습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습팀 구성원 간 관계형성, 학습

분위기 등 비가시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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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농촌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심층

면담, 관찰일지, 문헌 자료를 사전목록에 의한 코딩을 이용하여 범주화하여 내용 분석한

결과 과제 관련 성공요인은 <표 Ⅳ-1>와 같다.

과제와 관련한 분석 자료 수집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되었는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써 적절하였는가 등을 중심으로 학습자, 러닝코치, 운영자를 대상으

로 조사 실시되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성공요인이 도출되었다.

성공판단 

기준

세부 

항목
성공 요인

과제

과제 

선정

① 교육 대상자들의 관심과 맞는 주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과제는 학습자의 실생활과 연관된 것일수록 좋다.

③ 과제가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보다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과

제를 제시해 주거나 어려운 과제이더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과제

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학습자의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과제의 

적절성

① 실제 현업에 접목할 수 있는 과제를 교육 내용으로 삼는다.

②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앞으로 접목 가능성이 

가장 큰 과제 혹은 학습자에게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제를 제시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심도 있는 과제의 점진적 제시가 필요하다. 

<표 Ⅳ-1> 과제 관련 성공요인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관심

을 가질만한 주제가 매우 광범위 하였는데, 주제의 범위가 교육 참가자들의 관심 영역과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학습능률 향상 및 팀원 간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학습자 스스로의 동기유발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었으며 성공적인 과제 해결의 모

습을 보였다. 또한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대부분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

정된 과제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과업과 관련성이 클 경우 제시된 문제를 실제 상황

과 연관시켜 생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과제 해결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과제 수행의 결

과는 성찰일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성찰일지가 단순히 교육받은 내용을 정리

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이를 직접 실제 과제 해결에 접목시켜 보고 그 결과를 기록하

며 자신의 현재 상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실생활과 연관된 과제일

수록 교육에 적절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농업인 학습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접해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복잡한 과제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곤란

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만약 어려운 과제가 제시되는 경우라면 학습자들

이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학습자의 과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다양한 영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학습자들이 앞으로 자신의

활동 영역에 접목시켜 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과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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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액션 러닝을 통해 교육 참가자들이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현재 자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해 나

가야 하는지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습자와 관련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 자료 수집은, 우선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졌는가, 학습자간 관계는 원활하였는가, 학습자의 학습

에 대한 의욕은 어떠한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러닝코치와 운영자를 대상으로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였는가, 각 팀의 분위기는 원만하게 보였는가, 학습

자가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한 정도는 어떠한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아래

<표 Ⅳ-2>과 같은 성공요인이 도출되었다.

성공판단 

기준
세부 항목 성공 요인

학습자

자발적 

학습 

① 교육 과정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팀의 구성에 있어 개인별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③ 교육의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마을은 물론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혹은 같은 과업을 가지고 농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팀을 구성한다. 

② 주기적인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한 팀 간 단결을 도모한다.

③ 교육 과정 속에 학습자 간 화합을 위한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의지
① 학습자의 적극적 의욕에는 교육이 진행되면서 누적된 경험이 중요하다.

② 팀 내 구성원 간의 관계 유지를 통한 학습의지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표 Ⅳ-2> 학습자 관련 성공요인

학습자 대부분은 팀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팀에 기여하고 싶었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같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

문에 동기 유발이 잘 되었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욕을 고취시키

는 활동은 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써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러한 학습자

의 태도는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교육 과정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가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교육 과정에 주기적으로 참여하

면서 일정의 학습에 대한 수련과정이 쌓이게 되면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것

은 물론 학습에 대한 의욕이 더욱 커지게 되고 이는 결국 자발적인 학습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농업을 주로 하는 교육생들이 가장 바쁜 시

기는 언제인지 파악하여 이를 피한다거나, 교육 과정 사이의 적절한 간격은 얼마인지 등

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참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자발적인 학습 참여 및 이

를 통한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팀에 있어 개인별로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은 자발적 참여에 도움이 되

었다. 워크숍이 일어나는 동안 팀 별 활동을 하게 되고 이는 교육이 끝나는 시점까지 유

지되는데,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팀에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자신이 소속된 곳에서 특정 임

무를 맡고 있다는 책임의식을 통해 학습자들은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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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학습이나 과제 해결에 더 몰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교육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마을은 물론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 역시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게 되어 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었다. 학습자 본인은 물

론 자신이 속한 고장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학

습을 하는 경우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모두 농촌의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

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학습자들은 스스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학습

에 참여하고 이를 실제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같은 마을에 살거나 인접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알고 있

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점이 거의 없었다. 또한 같

은 지역은 아니지만 같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학습자 간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어 팀 별 활동을 통한 과제의 수행을 적

절하게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식적인 교육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모임은 팀

원 간의 단합된 관계 및 원활한 의사소통의 계기가 되었다. 사실 교육이 일어나는 것은

하루 중 불과 몇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각자 과제를 수행

하거나 팀원들과 모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과제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는

것 뿐 아니라 과제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팀원들과 모임을 갖는 것은 과제와 연관된

문제들을 학습이 종료된 후 단지 몇 시간에 걸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자신들의 상황과 실제로 연관시켜 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비공식적 자리를 통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토론하는 과정이 진행

될수록 팀원 간의 유대관계 및 의사소통의 수준은 향상되어 문제 해결의 과정이 보다

자연스럽게 유도되었다.

세 번째로 러닝 코치 관련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 자료 수집은 러닝코치와 학습자 및

운영자와의 관계는 원만하였는가, 학습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일어났는가, 학습에 대

한 지원은 적절하였는가 등을 중심으로 러닝코치, 학습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공요인이 도출되었다.

성공판단 

기준
세부 항목 성공 요인

러닝 코치

인간관계 

자질

① 러닝코치와 학습자 간 편안한 관계를 조성한다.

② 권위의식 없는 겸손한 자세로 임한다.

수행기술 

관계 자질

① 농업인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수 전달 방식이 필요하다.

② 문제해결 기법이나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표 Ⅳ-3> 러닝 코치 관련 성공요인

러닝코치의 인간관계 자질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러닝코치와 학습자, 러닝코치와 운영

자와의 관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습자의 경우 러닝코치가 학습자와 편안한 관

계를 조성할수록 자연스러운 대화가 유지되어 효과적으로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러닝코치가 권위의식이 없이 겸손한 자세로 학습자들을 대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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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학습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러닝코치의 수행기술 관계 자질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학습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아보았다. 학습자의 경우 러닝코치의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은 강의 방식

을 선호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수준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교수 전달 방식을 활용한 경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문제해결 기법, 프로젝트 관리

등과 같은 각종 교수 방법을 학습자들이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영자 관련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 자료 수집은 학습팀은 적절하게 구성

되었는가, 프로그램의 운영은 효율적이었는가, 설계된 학습 과정은 효과적이었는가 등을

중심으로 운영자, 러닝코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성공요

인이 도출되었다.

성공판단 

기준
세부 항목 성공 요인

운영자

학습팀 운영

① 학습자 관찰을 통한 학습자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② 지속적인 학습자와의 대화를 통해 학습자의 관심 분야를 파악해

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세스 설계

① 운영자의 융통성 있는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 

② 학습자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표 Ⅳ-4> 운영자 관련 성공요인

운영자의 학습팀 구성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학습자 대부분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나타

내었다. 이는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교육적인 가치관이 비

슷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답변 등에서 유추할 수 있었다. 운영자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팀을 나누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 학습자들을 관찰하며 팀을 이끌어 줄

사람과 받쳐줄 사람을 미리 선별했다는 점과 집합교육 중 쉬는 시간을 할애하여 학습자

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는 점 등은 운영자의 적절한 팀 구성의 노하우로 볼

수 있다.

운영자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운영자의 융통성 있는 교육 일정 관리

와 학습자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었다. 액션러닝 자체가 팀 위주의 역동적인 활동 과

정으로 학습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대로만 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효과

적인 교육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의 농업인 학습자들은 다

양한 지역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시간을 정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였는데, 운영자는 교육 중 이러한 학습자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면서 융통

성 있게 교육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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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성공요인 탐색을 위한 사

례연구로, 성공요인을 과제, 학습자, 러닝 코치, 운영자의 4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우선 과제의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교육 대상자들의 관심 분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

는 주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제가 학습자의 실생활과 연관성

이 큰 것일수록 학습팀은 과제 수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과제가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보다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과제를 제시해 주거나 어려운 과

제이더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와 관련한 성공요인으로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모든 교

육 과정에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팀에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교육의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마을은 물론 지

역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대인관계 및 의사소

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혹은 같은 과업을 가지고 농업 활동

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팀을 구성하는 경우 학습자 간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가 원활하

게 이루어져 학습에 용이하였다. 따라서 공식적인 교육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

해 팀 구성원 간의 단합된 관계 및 의사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교육 과정

속에 학습자 간 화합을 위한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학습 의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높은 학습 열의가 과제 수행에 도움을 주었는데, 교육이

진행되면서 누적된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셋째, 러닝 코치와 관련한 성공요인으로 러닝 코치와 학습자 간의 편안한 관계 조성과

더불어 권위의식 없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 학습자의 수준

에 맞는 교수 학습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해결 기법이나 프로젝트

관리 등 학습 여건과 학습자에 따라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역

량이 요구된다.

넷째, 운영자와 관련된 성공요인으로 프로그램 운영 시 지속적인 학습자 관찰을 통한

학습자 특성 파악, 교육 동안 쉬는 시간 등 틈새 시간을 할애하여 학습자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그들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세스 설계에 있어 운영자의 융통성 있는 스케줄 관리, 학습자에 대한 배려 등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은 <표 Ⅲ-1>를 바탕으로 과제, 학습자, 러닝 코치, 운영자의 측면에서 도출된 9

가지 영역의 성공요인이다. 이 밖에도 교육 시기의 적절한 선정, 교육 홍보, 교육과 관련

된 보상 체계 및 학습자의 중도탈락 관리 등에 대한 의견도 나타났다. 많은 농촌지역리

더가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어 농번기와 농한기를 알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반드

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학습자의 중도탈락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액션러닝 프로그램과 같은 농촌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접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에 대한 관리도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국내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 농촌지역리더 양성 액션러닝 프로그램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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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활용된 액션러닝 성공요인은 기업에서 실시

된 액션러닝에 대한 연구에서 도출된 것을 재구성한 것으로 농업인 대상 교육 과정 적

용 시 간과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성공요인들은 농업인 학습자의 특성 및 농촌지역의 주거 및 농업을 주로 하는 업무 환

경의 특성이 반영되어 기업인 대상 액션러닝 프로그램의 성공요인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농업인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교육 시기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교육 시기 선

정 시 반드시 농한기 및 농번기를 확인하고 더불어 학습자의 농업 유형 및 운영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번기의 경우 장기는 물론 단기 학습도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가 있으며, 액션러닝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교육이 실시되는 경우 농한기라 할지라도 다

양한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실제적으로 교육 참여가 힘들어 질 수 있으므로 교육

운영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인에게 액션러닝과 같은 학습 프로그램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교육 과정 참여 학습자는 교육 과정을 위해 선발된 특정 인원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액션러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사전 교육을 통

해 액션러닝 자체에 대한 교육 진행 후 과제 수행을 위한 본격적인 액션러닝 프로그램

이 운영되었는데, 이처럼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

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

농업인 대상의 액션러닝 프로그램과 같은 농촌지역리더 양성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에 현존하는 농업인의 비율이 낮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매우 가치 있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성공 요인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보다 실

용적인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방적인 강의 형식을 벗

어나 농업인 학습자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 방법이 제안되어야 한다.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액션러닝과 더불어 다양한 리더양성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

보하고, 잘 짜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역량 있는 농촌지역리더

양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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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ase study for eliciting success factors of action learning

program for rural leader development

Jungeun Oh, Mungyo Oh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 on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ithin the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is being emphasized daily. Especially action learning

program is a important education strategy for core leader development. It is not accepted

the company but also government agency. But rural leader who engages in agriculture is

not familiar with leadership program and the related education program such as action

learning. This study is aimed for searching success factors of action learning program

for rural leader development. Factors are four types based on task, learner, learning

coach and operator. It is a case study and has a total of four procedural steps. There

are the literature review and research target selection,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guide development. the education course resource collection and analysis and the research

conclusions. The data of education program for analysis is collected from the

participation observation, site resource collections, and in-depth interview.

As a result, the first factors of the task are divided into two types as the selection of

the task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sk. The second factors of the learner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as self-learning atmosphere, public rel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will to learn. The third factors of the learning coach are divided into two types

as human relation talent and talent related to technology performance. And last factors

of the operator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as learning team operation, program

operation and process design. Other than these, the important things for success

program are checking the appropriate education period, increasing education

advertisement, reinforcement compensation system related to education and absence

management Success factors are conducted from the action learning program for rural

leader so character of rural environment and agriculture is reflected in the results.

Key words: Success factors of action learning program, Rural leader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