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제15 제3호 (통권69호)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5 No.3 pp.33-46

근거이론접근법에 기반한 농식품분야 창업교육현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설병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창업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농식품분야 창업환경을 보면 국내외 시장상황과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창업자는 농산물 재배, 가공과 판매, 농식품 

제조 전 과정에 걸쳐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높은 수준의 기업가정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창업자는 창업준비부터 매출확대까지 시장과 고

객요구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의 기회들이 필요하다. 이런 환경은 창업자의 교육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

며, 농식품분야에서 창업교육의 양적 증가현상도 보인다. 

그러나 교육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농업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전통적 농업교육에서의 창업교육은 생산중심의 기

술교육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창업교육에서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농업창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고객관점의 

상품개발과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농창업인의 입장에서 농식품 창업교육 현상을 탐색적으로 분석하

여 이 분야에서 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농창업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교육수요자인 농창업자의 입장에서 분석한다. 분석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대학 등의 창업교육기관에서 농식품분야의 창업교육을 경험한 예비 및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생의 교육동기, 교육내용, 강사, 교육

방법, 사후관리 등의 현상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은 질적연구를 위하여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진행

한다. 분석을 위한 개방코딩은 질적 데이터 분석툴인 QSR社의 NVIVO 12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농식품분야 창업교육의 중심현상으로 교육정보증가 현상, 초기관리역량교육, 사업화교육이 도출되었다. 농창업교육에서 교육정

보 획득노력과 교육기관의 교육정보 제공노력이 증가하여 교육정보측면에서 개선현상이 보인다. 초기관리역량교육은 스마트워킹, 기본역량, 

관련 제도 교육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초기관리 관련 교육이 역량 강화로 연계되는 현상이 보인다. 이와 함께 사업화 성공에 필요한 

실무 역량인 비즈니스모델, 고객, 재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생의 협업강화, 관계구축, 학습지향, 적극적 태도가 중심현상과 작용하

여 매출증대, 경쟁력 강화 등의 교육성과로 이어진다고 교육생들이 인식하고 있다. 농창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업가정신 강화, 상품기획역량, 시장확대역량 분야의 교육 강화요구 현상이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식품분야 창업교육을 수요자 관점에서 분석하여 교육 설계에서 운영방식, 교육내용, 교육행정에 관한 개선 논의와 함께 농창

업자의 생존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교육설계 과정에서 정책기관과 교육기관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며, 창업농을 위한 지원정책 시행과정에서 중요성 높아진 창업교육설계의 참고자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핵심주제어: 농식품 창업, 창업교육, 농업교육, 근거이론, 기업가정신

Ⅰ. 서론

농식품분야의 창업교육은 타산업 분야의 창업교육과 교육대

상과 교육내용, 교육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농식품

분야의 창업 아이템은 농업 생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체험 등으로 사업 아이템이 확산된다. 
농가에서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

략은 가공과 직거래 등 판로 다양화가 대표적이다. 가공과 판

매방식의 변화는 농업창업 기회를 늘려 농창업자의 수적 증

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다. 농창업의 증가는 최근 들

어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6차산업지원정책과 

이어지며 확대 추세를 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온라인 환경

의 변화는 소비자에 대한 접근용이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농

창업자의 직접거래 증가는 판로개척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

고 있다. 생산물과 가공물의 판매역량의 개선 필요성은 매출

확대란 사업적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게 된

다. 최근 높아지는 친환경 농업생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 
농산물 생산과 가공품 제조의 다양화, 이러한 상품을 지역 내

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가치의 상승 또한 농업인의 창업기

회를 늘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농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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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인

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부족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하다

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평가는 창업자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운영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부는 농업인구

가 감소와 60세 이상 고령의 증가에 대응하여 영농의욕이 높

은 유능한 청장년 농업인 육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치열한 산업환경에서 살아남을 영농인을 양성하기에 기존의 

농창업교육으로는 심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나승일 외, 
2006; 김영락·설병문, 2018). 
농업인의 창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책시행의 

핵심기관인 농촌진흥청은 창업교육으로 식품위생법, 인허가 

절차, 포장, 경영, 회계, 마케팅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

술교육으로 제품개발, 농산물 가공원리 이해, 가공실습, 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기기 사용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

흥청 이외에도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 등의 정

부기관에서 기존의 농업교육에 창업교육을 포함하여 개선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의 교육기회의 확대에도 불구

하고 한편으로 농업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전통적 

농업교육에서의 창업교육은 생산중심의 기술교육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창업교육에서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인

정하면서도 농업창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고객관점의 

상품개발과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농창업인의 입장에서 농식품 창업교육 현상을 탐

색적으로 분석하여 이 분야에서 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

을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농창업분야에서 나타나

는 현상을 교육수요자인 농창업자의 입장에서 분석한다. 분석

은 농식품분야에서 일어나는 ‘창업교육 현상’을 귀납적 이론 

정립 방식인 근거이론 접근법을 사용하여 탐색하며, 탐색결과

를 근거로 교육생의 요구를 중심으로 농식품분야 창업교육 

현상을 설명한다. 
Goulding(2002)은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어떤 현상에 

대한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구조를 생성하거나 발견하고자 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질적 연구방법으로 설명한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반복적으로 심층 면접 

및 필요시에는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면접에서 생성한 자료

를 사용하여 근거이론의 자료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현상을 

범주화·추상화하는 구조를 개발한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구

체적 분석 기법은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기

존의 이론과 모델, 가설 등을 기반으로 실증적 분석과 이론을 

체계화할 수 있다는 Strauss & Corbin(1998)의 접근방법을 들 

수 있다. 이와 대립적으로 기존의 이론이나 모델, 가설 등을 

고려하는 것은 선입견이나 표준화한 틀로써 범주화나 자료 

분석을 제약하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한 개념과 범주의 지속

적인 상호 교차 비교를 통해서만 이론이 등장(emergent)하게 

해야 한다는 Glaser(1978)의 설명이 있다1). 각각의 접근방법이 

장단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Strauss & Corbin(1998)의 접근

방식이 범주간의 관계를 구조화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농식품분야에서 일어나는 창업교육 현상’의 

경우 기존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에서 

일부는 개념화 작업이 진행되어 있다(박종복·설병문, 2015). 
본 연구는 Strauss & Corbin(1998)의 방법을 이용하여 ‘농식품

분야 창업교육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농창업인 교육이 활성화 추세

에 있으며, 향후로도 이 분야 교육의 증가가 기대된다. 이는 

농창업교육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설명을 위한 이론적 연구

의 활성화를 필요로 한다. 교육방향의 정립은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정책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성이 있다. 연구

결과는 농업과 농식품분야 창업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농식품 창업에 관하여 농식품산업 수입시장 개방과 정부 

발전정책 등 농식품산업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본다. 
둘째, 농식품 창업교육의 정의와 현황, 방향과 내용에 관하여 

창업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2.1 농식품 창업환경

농식품 창업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자나 예비창업자에게 농

업․농촌은 여전히 전통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사무실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이 가능한 타 분야와 달리 농업 분야는 

작물 재배에 필요한 장소 등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와 기술 

검증 시간 등과 같이 투자 후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이 농식

품 벤처 창업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창업

은 공동체적인 협력의 가치사슬과 공공 지원기관과의 비전 

공유를 통한 혁신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고유한 특성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창업기업이 생존을 위한 단기성과에 

집중하게 되면서 지역공동체와 행정을 연계하는 창업이후 성

장의 모멘텀을 상실하기도 한다. 더불어 농산업 신규창업자와 

기존 농업인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존재하기도 

한다(이암허브, 2017). 
국내에서 농식품창업은 1차산업인 농산물 생산, 2차산업인 

농산물 가공, 3차산업인 농촌관광 및 서비스 등의 산업단계별 

아이템의 결합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농

업･농촌 창업은 농산물 생산과 가공을 포함하고 판매와 관광

까지 아우른 개념인 6차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양정

임 외, 2014)2). 6차산업지원정책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1) Charmaz(2006)는 Glaser나 Strauss와 다른 존재론적, 인식론적 입장에서 ‘구성주의’ 근거이론을 제안하고 있다(박종복·설병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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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귀농귀촌지원과 창업농지원 등 농업기반의 창업지

원정책이 증가하면서 농식품분야의 창업에 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6차산업정책으로 농식품창업 역시 

6차산업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6차산업 창업기업의 양적성장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6차산업 경영체는 기본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

고, 농촌에 지역적 기반을 가진 소기업의 특성을 갖는다. 전

체적으로 이들 창업기업과 창업자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

나 기술개발역량을 갖춘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의 특성이 약하

다. 6차산업화의 성장과정에서 창업기업 간의 경쟁 심화가 수

반되며, 영세한 초기기업은 상품개발, 판로개척, 운영 및 시설 

자금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6차산업화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며, 창업자가 경영

자로써의 기업가 지향성이 매우 중요하다(정태욱·장동헌, 
2019). 농식품벤처의 6차산업과의 차별성은 6차산업은 지역단

위 활성화와 지역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한다면 농식

품벤처는 기존 농식품산업에 있어 문제점 개선과 신가치창출

을 통해 산업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력이 큰 개별 기업단위

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7)3).
농창업에서 나타나는 산업요소 간의 연계는 창업기업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창업자와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과정에서 협업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

고 있다. 가공은 식품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공정관리에 관한 

사회적·제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업체의 도덕적 문

제나 제도 위반 사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소규모 식품창업

업체의 증가와 기업과 고객 간의 채널이 다양화 되면서 정부

의 농업벤처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창업특성으

로 인하여 농창업분야 지원사업은 교육생의 역량강화 목적의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며, 재배와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가공, 
판매 등 매출기반의 소득을 늘이기 위한 창업역량교육이 포

함되고 있다. 청년 유입을 통한 농촌 공동화 대응과 지역 발

전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농업지원사업도 창업연계교육을 제

공하는 추세이다. 
농업경영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게 되는 농식품분야 창업교

육의 공급은 늘어나고 있으나, 창업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지

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있다. 농업 인구를 기준으로 창업교

육 대상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농가 경영주의 연령은 지속

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1> 경영주 연령별 농가
(단위: 천 가구)

년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1 1,163 22 121 285 341 392

2012 1,151　 17 106 272 337 416

2013 1,142 13 92 267 337 430

2014 1,120 9 82 252 331 444

2015 1,088 14 84 246 332 411

2016 1,068 11 68 229 338 420

2017 1,042 9 59 207 329 436

2018 1,020 7 49 186 324 452

2019 1,007 6 45 169 323 461

자료 : 통계청,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위의 <표 1>은 농가 경영주의 연령이 높아가는 추세를 보여 

준다. 경영주의 연령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연령별 농가인구

의 분포 역시 60세 미만의 인구는 전체 연령에 걸쳐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40대 이하의 인구 비중은 2011년과 

비교해도 2019년에는 50%의 감소를 보인다. 

<표 2> 연령별 농가인구
(단위: 천 명)

년도 계
30세
미만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
69세

70세
이상

2011 2,962 552 184 324 593 608 698

2012 2,911 521 174 298 573 606 736

2013 2,847 481 161 273 569 607 754

2014 2,751 441 149 253 539 601 766

2015 2,569 387 134 237 516 598 693

2016 2,496 355 121 207 487 616 707

2017 2,422 327 116 190 448 609 730

2018 2,314 284 105 165 408 605 744

2019 2,244 258 95 152 378 607 752

 자료 : 통계청,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농식품분야의 창업교육의 제공이 늘어나고, 교육생에게 제

공되는 기회는 늘어가고 있으나 창업교육현장에는 고연령대

의 교육생 비중이 높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표 2>). 
농가의 판매금액과 판로 자료를 보면, 농식품 창업시 창업

농의 사업화와 판로 개척에 필요한 시장경험을 볼 수 잇다.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금액 규모는 5천 만원 미만의 비율이 

90% 이상이다. 1천 만원 이하인 농가의 비중이 65.4%로 60%
를 넘는 순이다. 마상진 외(2017)에 의하면 신규 창농자는 영

농경력 1~2년 기간에 절반 이상이 1,000만 원 이하의 농가소

득 상태이며, 창업농 중에 10% 내외가 정착을 못하고 이주를 

고민하고 있었다.

2)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의 제조가공, 유통판매, 문화와 체험, 관광과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양정임 외, 2014; 김성섭 외, 2017). 

3) 6차산업화는 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인 가치지향점을 기준으로는 산업·비지니스 지향 유형과 지역·커뮤니티 지향 유형으로 구분된다. 산
업·비지니스 유형은 6차산업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고용 창출에 의해 지역 활성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내수는 물론 수출을 포함하여,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커뮤니티 유형은 6차산업의 지역내 사회정책적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사회 유지·재건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 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일상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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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농축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단위: 천 가구)

년도 계
120
만원
미만

120~1천
만원
미만

1천~3천
만원
미만

3천~5천
만원
미만

5천~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011 1,163
277 483 237 80 56 28

23.8% 41.6% 20.4% 6.9% 4.9% 2.4%

2012 1,151　
289 456 236 80 57 29

25.2% 39.7% 20.6% 7.0% 5.0% 2.6%

2013 1,142
262 462 239 84 61 32

23.0% 40.5% 21.0% 7.4% 5.3% 2.8%

2014 1,120
248 467 235 80 58 30

22.2% 41.8% 21.0% 7.2% 5.2% 2.7%

2015 1,088
268 469 197 67 56 29

24.6% 43.2% 18.2% 6.2% 5.1% 2.7%

2016 1,068
246 475 197 64 51 31

23.1% 44.5% 18.5% 6.1% 4.9% 3.0%

2017 1,042
232 463 189 69 53 33

22.3% 44.5% 18.2% 6.6% 5.2% 3.2%

2018 1,020
240 421 195 70 56 36

23.6% 41.3% 19.1% 6.9% 5.5% 3.6%

2019 1,007
225 432 197 63 52 35

22.4% 43.0% 19.6% 6.3% 5.2% 3.5%
자료 : 통계청,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농가의 판매처 구성을 보면 도매시장, 산지공판장, 농협·농
업법인, 정부기관, 수집상, 친환경농산물 전문업체, 소비자 직

접판매, 농축산물가공업체, 농축산물소매상 등으로 이루어지

며, 이중에서 농협·농업법인과 소비자직접판매을 합하면 전체

의 6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가진다. 

<표 4> 농축산물 판매처별 농가
(단위: 천 가구)

년도 계
도매 
시장

산지
공판
장

농협·
농업
법인

정부
기관

수집
상

친환경
농산물
전문
업체

소비자
직접
판매

농축
산물
가공
업체

농축
산물
소매상

기타

2011 1,163 57 58 370 49 147 4 238 52 24 159

2012 1,151 53 58 372 50 146 5 241 46 20 155

2013 1,142 50 56 369 50 137 6 256 54 16 144

2014 1,120 45 61 370 49 128 6 256 52 16 130

2015 1,088 53 53 351 54 96 7 257 29 14 169

2016 1,068 46 70 350 49 94 4 262 37 14 137

2017 1,042 44 62 342 44 98 4 267 36 11 128

2018 1,020 40 63 340 30 87 4 266 41 11 133

2019 1,007 37 64 359 27 80 6 259 39 13 120

 자료 : 통계청,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주: 기타는 판매 없음 포함

2.2 농식품 창업교육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농산업분야 트렌드에도 반영

되고 있다.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건강하고 안

전한 먹거리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면서 전통음식·기능성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식품의 편의성과 영양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농촌

은 도시의 삶과는 다른 다양한 문화, 기술, 교육, 휴양 등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정주공간으로서의 가치가 확장되고 있

다. 이와 함께 새로운 가치지향 사회 도래에 따른 농업·농촌

의 공익적 가치가 더욱 중요시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최근 다양한 주제에 관한 창업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다수의 연구에서 창업교육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

어 창업분야별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창업교육 방법의 전문

성을 요구하고 있다(김주미 외, 2007; 김영락·설병문, 2018)4).
선행연구에 의하면 농업인 교육의 주요요인으로 교육·훈련 

제공기관과 강사의 신뢰성,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강사의 현

장성 등이 있다(마상진, 2006; 마상진·최경환, 2006). 비전공자

가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교육 및 훈련의 질을 하

락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농업교육에 있어서 농식품 분야

에 대한 전문성과 농촌의 특성과 현실을 이해하는 교육강사

의 자질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송용섭·황대용(2010)은 귀농희망자가 대중매체를 통해 원하

는 정도의 교육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귀

농교육 정보의 적극적으로 교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교

육정보의 부재나 편중은 농업인의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소이다(마상진, 2014; 김진모, 2006). 
마상진 외(2017)에 의하면 청년농의 가구소득은 영농 규모외 

창농 전 법인 경험, 경영장부기록과 관련성이 높으며, 삶의 

질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멘토링 경험, 지역사회로 부터의 인

정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농

은 고령 신규 취농자와 달리, 실패해도 어떻게든 다른 농촌에 

서라도 농업을 통해 다시 기회를 찾아보려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농들은 창농초기 어려움으로 경영자금, 농지, 기본생활비 

확보, 영농기술 순으로 어려움을 제기하였고, 현재 어려움으

로는 자금(설비투자, 운영자금)부족, 소득 부족 등과 같은 경

제적 측면의 어려움과 힘든 노동, 생활여건 불편, 휴가(여유시

간) 부족 등의 삶의 질 측면의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경영·기
술, 지역사회 적응이나 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은 적은 편이었

다. 사례 조사를 통해 성공적 청년농들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술교육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품종 개발, 가공, 판로 개척에 힘쓰

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킬패트릭(Kilpatrick) 외(1999)가 조사한 호주 농업인의 교육 

참여 동기는 사업 효율성 제고, 법률적 요구 충족, 사업의 자

생력 제고, 새로운 정보·지식·기술 습득, 개인 개발, 사회관계

망 형성 등 이었다(마상진·최경은 2007; 재인용). 

4) 창업교육은 창업 후 안정적 운영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체계적인 창업에는 지식과 기술 학습이 필요하며, 창
업교육은 사업아이디어 탐색, 사업계획, 운영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가르친다(목영두·최명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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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FI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농

업인에게 필요한 업무를 영농계획 수립, 사업기반 마련, 경영

관리, 교육과 학습,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 영농 인

력 관리, 농기계 관리, 시설관리, 생산관리, 작물재배, 사업검

토 및 계획, 마케팅 등 12가지로 규정하였다. 호주의 New 
South Wales의 RTC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지역 

생산물의 마케팅, 경영위험분석, 토지이력관리, 정보화 및 관

리, 재무관리, 경영관리 등으로 구분하였다(김진모 외, 2007).
마상진·최경환(2006)에 따르면 농업계 대학은 ‘최고경영자 

과정’, ‘지역농업 교육 협력체’, ‘바우처 제도’ 등의 제도를 운

영하며, 경영교육, 기술교육, 이론교육,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

고 있다. 농업연수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촌공

사,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은 농경시책, 영농

기술, 친환경 재배기술, 농산물 유통, 농업 경영정보, 협동조

합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종 농업인 단체에서는 

경영마인드 함양과 리더양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농업벤처대학, 한국농업CEO연합회와 같은 특화 농업기관은 

정책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농업교

육 협력체는 지역에 특화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김진모

(2006)는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과 제고를 위해 교육담당자들

에게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 교육, 품목별 전문

교육, 현장 중심 교육, 컨설팅을 통한 교육,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교육, 정보의 내실화 및 접근성 확보, 성과 중심 사후관

리, 교육 담당자와 교육 강사의 전문성 확보, 생산, 가공, 유

통을 포함하는 통합적 교육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농창업분야의 창업교육에서 소득증대

와 창업지속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식품산업에서 창업자의 역

량강화와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 글로벌 시장으로의 매출경

로 다각화 및 진입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접근으로 생산기술과 함께 창업교육

을 제공하는 농업교육의 개선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농림축

산식품부, 2013). 
일반적으로 예비창업자는 창업아이템 발굴, 자금조달, 입지

선정, 창업실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식품분야에

서 사업화를 원하는 창업자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5). 
그러나 창업교육에서 강조하는 기술, 제품, 시장의 세 가지 

요소 중,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 등 농업유관기관에서 제

공되는 창업교육은 생산기반의 영농기술 중심이며 사업화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6). 농업교육의 

방향은 농식품산업 분야에 진입하고자 하는 농식품분야 창업

자의 애로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농업교육의 문제점을 분

석하여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전문성과 특성화가 보장되

는 통합적인 교육을 설계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예인력 육성

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설계

본 연구는 교육수요자 관점의 교육 참여동기와 목적이 무엇

인지, 교육과정에서 겪는 애로요인이 무엇인지, 이들이 원하

는 교육방식과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수요자 관점에서 농식품분야 창업교육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농식품 창업교육을 경험한 창업자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교육을 통한 현상을 분석함으로

써 농식품 창업교육을 이해하고 교육생을 중심축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설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농식품산업 분야에서도 창업교육 내용은 창업자의 창업단계,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당연히 창업자의 교육참여 

결정은 이러한 정보의 습득 시기와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농식품분야 창업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다양성을 고

려할 때, 교수법과 교육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교육생의 관심 

역시 높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대상인 교육 수요자의 입장

에서 농식품분야 창업교육 현상을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는 체계적 이론 정립을 위하여 지속적 연구가 필요

한 농식품분야 창업교육현상을 조사·분석한다. 연구를 위하여 

먼저, 농업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창업교육 내에서 

발생하는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동기, 교육강사, 사후관리 

등의 현상을 교육 수요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구조를 탐색한다. 연구절차는 Struss와 Corbin
의 분석방법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진행한다. 

<그림 1> 연구 절차도

연구방법으로는 Strauss & Corbin(1998)의 근거이론 접근방법

을 사용하며, 개방코딩을 위하여 질적 데이터 분석 툴인 QSR
社의 NVIVO 12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면담대상인 피면담자

는 농식품창업자나 예비창업자로 농업교육전문기관에서 최근 

5) 홍효석·설병문(2013)에 따르면, 창업교육 경험에 따라 창업자의 창업기회 탐색과 인식 과정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교육이 창업위험을 감소시킬 
연계성을 시사한다. 

6) 창업 초기의 농식품 벤처기업의 영업이익은 역시 기술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과 근로자 수가 커질수록 영업이익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초기의 기업일수록 기업의 규모가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박지연 외, 2016). 나승일 외(2006)는 그들이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을 통해 도출한 10가지 교육내용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교육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홍보·판매 기술, 주요 작물 생산기술, 자금관리, 경영능력 제고
에 대한 교육이 많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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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에 창업교육을 받았거나 현재 교육과정에 교육생으로 

참여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
에 따라 면담대상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선정한다. 면담자료는 

면담 후 다음 면담자 선정 전에 처리한다. 면담의 질문지 설

계부터 자료의 처리 단계까지의 연구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

다.

1단계: 질문지 설계  

 - 질문지 초안 구성 및 사전 면담 : 농업분야 창업교육 경

험을 가진 창업자 및 교육제공기관의 교육담당자  

 - 사전 면담 진행 : 연구자가 현장방문으로 수행

2단계 : 면담 진행

 - 진행자 : 연구자

 - 면담 대상

· 교육기관부터 창업교육을 받은 교육생

·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에 의하여 면담 대상을 3
회에 걸쳐 나누어 선정

 - 면담 실행 방법

· 1개 교육생당 면담 시간은 40분~50분으로 설정

· 면담 내용은 사전에 동의를 받고 녹음

· 면담 후 10-15분간 면담내용의 재확인

3단계 : 면담자료 처리

 - 녹음한 면담내용을 텍스트 형태로 전사

 - 전사된 면담자료 중 연구와 무관한 부분은 삭제

3.2 질문지 설계

본 연구는 면담대상인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

게 대답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였다. 개방적 

면담으로 진행되어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

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의견은 철저하

게 보호가 됨을 면담 시작 전에 안내하였다. 주요 질문은 다

음과 같다. 
첫 번째 질문은 농식품 분야 창업교육 및 농업교육 참여 경

험에 관한 기본사항이다, 질문 문항은 총 4개의 주 질문과 4
개의 보조질문으로 구성된다. 주 질문 내용은 첫째, 농식품 

분야 창업교육 혹은 농업교육 참여 경험, 둘째, 교육 참여 동

기, 셋째, 교육의 영농 도움 부분, 넷째, 교육 참여의 주된 목

적이다. 
두 번째 질문은 농식품 분야 창업교육 및 농업교육의 교육

내용에 관한 것이다. 질문 문항은 총 2개의 주 질문으로 구성

된다. 주 질문 내용은 첫째, 농업경영에서 부족함을 느낀 분

야, 둘째,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 셋쩨, 교육 진행 방

식이다, 
세 번째 질문은 농식품 분야 창업교육 및 농업교육의 교육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문항은 총 4개의 주 질문과 3
개의 보조질문으로 구성된다. 주 질문 내용은 첫째, 교육 시

간 및 시기, 규모, 둘째, 강사의 중요 자질, 셋째, 교육 정보 

획득 방법, 넷째, 교육 후 필요한 사후 관리이다.
네 번째 질문은 창업교육의 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문항은 총 1개의 주 질문으로 구성된다. 주 질문 내용은 농식

품 창업교육, 농업교육에서 가장 미흡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은 질문의 편중을 피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농식품분야 창업교육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상호검토 하였다. 연구참여자 수는 이

론적 표집을 통해 여덟 번째 인터뷰에서 더 이상 새로운 개

념이 출현하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3.3 인터뷰 실시

인터뷰 시간과 장소는 연구참여자와 합의하여 창업자의 작

업장이나 창업자가 선택한 장소에서 진행하였으며, 녹음은 스

마트 폰을 사용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각 연구참여자 별로 40
분에서 50분 정도 진행되었고,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인 연구참여자는 1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을 받은 예비창업자나 창업자이며, 이론적 표본추출

의 과정에서 면담대상은 3회에 걸쳐 선정되었다. 면담 녹음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녹음 사실을 주지하였고,‘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확인을 받은 후 녹음을 진행하였다. 면담 중간과 

종료 후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실시

하였으며, 전사된 내용을 통해 인터뷰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전사는 연구보조자가 1차 전사하고, 본 연구자가 직접 전사된 

텍스트 파일의 내용 중 본 연구와 무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자료 정리 후 녹음된 내용을 재청취하며 수정하여 최종 분석

자료를 완성하였다.
인터뷰는 2017년 12월 05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는 추가적인 정보가 도출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까지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터뷰 

진행은 1회차에서 2명, 2회차에서 3명, 3회차에서 3명으로 이

루어졌다. 연구참여자의 상세내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농업창업자의 주요 업무 내용은 재배, 가공, 유통으로 구분하

여 정리하고 있다.
면담 참여자는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농업창업자 총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근거이론에서 필

요한 이론적 표집의 포화상태에 필요한 연구참여자 수는 획

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며, 면담조사를 수행한 수는 진행상

황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고 있다. 연구에 따라 연구참여자

는 3명 또는 4명, 6명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됨을 볼 수 있다

(정재민, 2010; 유민봉‧심형인, 2011; Wan & Wan, 2013). 본 

논문은 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개념화와 범주화가 

포화(saturation)가 되어 선행연구와 달리 8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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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참여자

참여자 주요 사업 유통 방식
인터뷰
순서

왕ㅇㅇ 과수 재배·가공 직거래·계통출하
1회차

문ㅇㅇ 작물 재배·가공  직거래

주ㅇㅇ 작물 재배 계통출하

2회차이ㅇㅇ 곤충 사육·가공 직거래

정ㅇㅇ 과수 재배 직거래·계통출하

채ㅇㅇ 곤충 사육·가공 직거래

3회차이ㅇㅇ 장류 가공 직거래·체험

최ㅇㅇ 아로니아 재배·가공 직거래

IV. 연구 결과

4.1 개방코딩

본 연구는 선행연구 조사와 연구참여자 면담으로 수집한 자

료를 바탕으로 현상을 발견하고 개념화하여 명명하였다. 유사 

개념을 분류하고 결합하는 추상화를 통해 범주화하고, 발견된 

범주 내에서 하위범주를 발견하여 차원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개방코딩 과정을 통해 총 120개의 개념과, 38개의 하위범주가 

나왔으며, 추상화 과정을 통해 15개의 범주를 도출되었다. 구

체적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농식품 분야 창업교육 현상의 개념 및 범주

패러
다임 
요소

개념
하위
범주

범주

인과적
조건

소비자 식생활 패턴의 변화
트렌드
변화

산업
환경

신성장동력으로 농식품산업을 육성 /
귀농귀촌자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육성
정책

비수입 품목으로 생산집중 / 국내 중심의 
유통 / 농식품 시장의 양적 증가는 정체

성장
정체

낮은 수익성 / 인력수급이 어려움 
/ 작은 규모 창업 / 주변의 지원과지지 부족 

창업
위험 창업

환경6차산업화에 따른 신규 취업농의 증가 
/ 베이비붐 세대 은퇴

귀농귀촌 
증가

맥락적
조건

기업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농민 / 막연한 
기대 / 승계농의 창업자정신 부재 

/ 창업에 대한 두려움 

기업가
정신
취약

창업
역량
부족현실과 연동하지 못하는 예비창업자 

/ 전략의 부재 / 신규 창업자 
창업자 

역량 취약

복지차원 무료교육 / 자부담 교육
교육
비용 소득

유인
소득증대 희망 / 지원사업 연계 조건

소득
증대

중심
현상

정보의 적극적 교류 / 교육수요자의 정보 
탐색

교육정보 
획득노력 교육

정보
증가체계적인 정보 제공시스템 운영 

/ 교육기관의 교육정보 제공
교육정보 
제공노력

SNS 활용 / 소셜미디어 활용
스마트워킹 가능 / 문서작업교육 필요 

/ 정보화 / 정보획득

스마트
워킹

초기
관리
역량

창업 기본(역량)교육 / 행정절차 / 발표력
기본
역량

교육

농식품 관련 인증 제도 / 관련 볍규
관련
제도

초기전략 수립 / 귀농귀촌 BM / 현실 점검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교육

시장분석 / 목표고객 설정 / 판로개척 
/ 홍보판매 기술 / 직거래

/ 소비자 인식전환 / 소비자 중심 관점
고객

자금관리 / 자금조달 / 장부정리 
/ 보유자산 관리

재무

중재적
조건

SNS로 소통 / 이종 아이템간의 협업 
/ 지인 추천

협업
강화 협력

요인인맥 구축 / 단체교육 / 조직운영 및 관리 
/ 협동조합 

관계 구축

교육주제에 따른 참여 / 귀농귀촌 교육 학습 지향
학습
요인목적이 뚜렷한 교육생 

/ 성공에 대한 확실한 의지 / 신제품개발
적극적 
태도

작용
/

상호
작용

20명 이내 / 30~40명 규모 / 팀 구성
교육생 
규모

교육
운영

교육생 유형별 / 연령 구성 / 작목별 /
가공별 / 창업 단계별 / 수준별 / 이종 

작물 혼합

교육생 
분반

재배 시작 전 / 농한기
교육
시기

2~3일 이내 집중 / 1~2주 이내 합숙 
/ 1~2주 이내 집중 / 주 1회 교육

교육
기간

1일 4시간 이내 / 1일 3시간 이내 
/ 종일수업(워크샵)

교육
시간

생산교육과 창업교육의 혼재로 인한 혼란 
/ 생산, 가공, 판매에 걸친 통합적 교육 

필요 / 교육 프로그램 중복 

교육
혼재

교육
내용

생산기술교육에 편중 / 다양한 교육생 
유형에 맞는 교육내용 구성

/ 강사들의 교육내용 중복(들었던 교육)
/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교육의 부재

교육 
다양성 
부족

강사 농업창업분야 전문성 결여 
/ 전문지식 필요 / 농업현장 이해 부족 

/ 이론 위주 교육내용

교육 
전문성 
부족

교육 및 지원기관 간의 연계 부족 
/ 계속적인 지원 부족 

교육기관
지원부족

교육
행정

실습 없는 짧은 교육 / 복잡한 행정서비스 
/ 낮은 컨설팅 전문성 / 농번기에 지원사업 

이수교육 실시 / 지원정보전달 안됨

교육생
지원부족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비 
/ 제한된 자원으로 인한 사후관리 미흡 

/ 강사진 개선노력 부족

미흡한 
사후관리 
체계

결과

정예 전문인력 양성으로 경쟁력 향상
전문인력 
양성수요

경쟁력
강화
교육
요구

기업가정신 강화 / 리더십 교육 / 책임감 
/ 철학 / 통찰력을 주는 교육

기업가
정신강화
수요

아이디어 개발 / 고객관점 제품 
/ 신기술 개발

상품기획
역량수요

매출
강화
교육
요구

고객 소통채널 구축 / 해외시장 개척
/ 지역-도시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장확대
역량수요

현장 컨설팅 / 사업화 지원 자문 
/ 학습조직 지원 

컨설팅과 
멘토링

교육생
사후
관리
강화
요구

교육·영농 정보제공 / 교육생 이력관리 
/ 사후 모니터링 지원

추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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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축코딩

개방코딩을 통해 발견한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하여 범주들과 하위범주를 중심현상, 인

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
과로 구조화하여 연결시키는 과정의 결과로 제시된 교육수요

자 관점의 농식품분야 창업교육 현상의 패러다임 모형은 <그

림 2>와 같다. 

인과적 조건

산업환경 : 트렌드 변화,
육성정책, 성장 정체
창업환경 : 창업 위험, 귀
농·귀촌 증가

맥락적 조건

창업역량 부족 : 기
업가정신 취약, 창
업자 역량 취약
소득 유인 : 교육비
용, 소득증대

-----> ↓

중심현상

교육정보 증가 : 교육정보 
획득 노력, 교육정보 제공 
노력
초기관리역량교육 : 스마트
워킹, 기본역량, 관련 제도
사업화교육 : 비즈니스 모
델, 고객, 재무

중재적 조건

협력요인 : 협업강
화, 관계 구축
학습요인 : 학습지
향, 적극적 태도

↓ <-----
작용/상호작용

교육운영 : 교육생 규모,
교육생 분반, 교육시기, 교
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내용 : 교육 혼재, 교
육 다양성 부족, 교육 전문
성 부족
교육행정 : 교육기관 지원
부족, 교육생 지원부족, 미
흡한 사후관리 체계 

↓

결과

경쟁력 강화교육 요구 : 전문인력양성 수요,
기업가정신 강화 수요

매출 강화교육 요구 : 상품기획역량 수요,
시장개척역량 수요

교육생 사후관리강화 요구 : 컨설팅과 멘토링, 추적관리

<그림 2> 농식품분야 창업교육 현상의 패러다임 모형

4.2.1 인과적 조건

교육수요자 관점에서 본 농식품분야 창업교육의 인과적 조

건은 산업환경요인과 창업환경요인으로 나타났다. 산업환경범

주에는 트렌드의 변화, 육성정책, 성장정체가 하위범주로 나

타났다. 창업환경범주에는 창업위험과 귀농귀촌 증가가 하위

범주로 나타났다. 
범주별 하위범주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식생활 패

턴의 변화, 신성장동력으로 농식품산업을 육성, 비수입 품목

으로 생산집중 등이 농식품 산업환경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낮은 수익성, 6차산업화에 따른 신규 취업농의 

증가 등이 창업환경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인과적

조건은 농식품 창업교육에서 발생하는 중심현상의 원인의 설

명한다. 

4.2.2 맥락적 조건

본 연구에서 맥락적 조건은 창업역량부족요인, 소득유인요

인의 하위범주로 구성된다. 창업역량부족은 기업가정신의 취

약과 창업자역량취약의 하위범주를 가지며, 소득유인은 교육

비용과 소득증대의 하위범주를 가진다. 범주별 하위범주의 개

념은 다음과 같다. 기업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농민, 기업가라

고 생각하지 않는 농민 등이 창업역량부족요인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복지차원 무료교육, 지원사업 연계 조

건 등이 소득유인요인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4.2.3 중심 현상

교육생의 입장에서 살펴본 농창업교육의 중심 현상은 교육

정보 증가, 초기관리역량교육, 사업화교육의 범주로 도출되었

다. 각 범주 중 교육정보증가 범주의 하위범주는 교육정보 획

득노력, 교육정보 제공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초기관리역량교

육의 하위범주는  스마트 워킹, 기본역량, 관련제도이다. 사업

화교육 범주의 하위범주는 비즈니스모델, 고객, 재무로 구성

된다. 범주별 하위범주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정보의 적극적 

교류, 체계적인 정보 제공시스템 운영 등이 교육정보증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도출된다. SNS 활용, 창업 기본(역량)교육, 
농식품 관련 인증 등이 초기관리역량교육을 설명하는 개념으

로 구성된다. 초기전략 수립, 시장분석, 자금관리 등이 사업화

교육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4.2.4 중재적 조건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과 관련된 구조적 상황이며, 작용/상호

작용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키는 조건인 중재적 조건

을 농식품 창업자가 교육에 참여하는 요소인 협력요인과 학

습요인으로 분석하였다. 협력요인의 하위범주는 협업강화, 관

계 구축이다. 학습요인의 하위범주는 학습지향, 적극적 태도

이다. 범주별 하위범주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SNS로 소통, 
인맥 구축 등이 협력요인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교육주제에 따른 참여, 목적이 뚜렷한 교육생 등이 학습요인

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4.2.5 작용/상호작용

농식품 창업교육에서 작용/상호작용은 교육운영요인, 교육내

용요인, 교육행정요인이란 3개 범주를 가지고 있다. 교육운영

요인에서 교육생 규모, 교육생 분반, 교육시기, 교육기간, 교

육시간이 하위범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내용요인에서 교육의 

혼재, 교육 다양성 부족, 교육 전문성 부족이 하위범주를 이

루고 있다. 교육행정요인에서 교육기관지원부족, 교육생 지원

부족, 미흡한 사후관리 체계이 하위범주를 이루고 있다. 
범주별 하위범주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20명 이내, 교육생 

유형별, 재배 시작 전, 2~3일 교육기간, 1일 4시간 이내 등이 

교육운영요인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생산기술교육

에 편중, 생산, 가공, 유통에 대한 통합적 교육 필요, 강사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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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창업분야 전문성 결여 등이 교육내용요인을 설명하는 개념

으로 도출되었다. 교육기관 간의 연계와 협조 부족, 실습을 

할 수 없는 짧은 교육시간,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비 

등이 교육행정요인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나승일 등(2006)과 마상진·김영생(2005)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현장 견학식과 실험·실습식을 더 선호하였다. 교육시기는 겨

울. 주중, 오전을, 교육기간은 2~3일을, 교육인원의 규모는 

5~20명 수준을 선호하였다. 일부는 20명~45명을 선호하는 농

업인들도 있었다. 교육평가에 대해서는 교육 후 성과평가와 

실기평가를 교육평가 방법으로 선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본 연구의 교육운영과 기본적인 유사성을 가진다.  

4.2.6 결과

중심현상이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창업교육현장에

서 발생하는 작용/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교육생의 다

양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된다. 창업자에게서 나타난 농

식품 창업교육의 결과는 경쟁력강화교육 요구, 매출강화교육 

요구, 교육생 사후관리강화 요구란 3개 범주를 가진다. 경쟁

력강화 요구 범주는 전문인력양성 수요, 기업가정신 강화 수

요가 하위범주를 이루고 있다. 매출강화교육 요구는 상품기획

역량 수요, 시장확대역량 수요란 하위범주를 가지고 있다. 교

육생 사후관리 강화 요구 범주는 컨설팅과 멘토링, 추적 관리

가 하위범주를 구성한다. 범주별 하위범주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정예인력의 양성, 기업가정신 강화 등이 경쟁력강화교

육 요구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매출강화교육 요구를 설명하는 

개념은 고객관점 아이템 도출, 고객 소통채널 구축 등이다. 
현장 컨설팅, 교육·영농 정보제공 등이 교육생 사후관리강화 

요구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강화 요구는 선행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마상진·김영생(2005)에 따르면, 교육기관 담당

자와 교육수요자 간의 농업교육 문제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으며, 교육생은 사후관리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하고 있다. 김진모(2006) 역시 교육내용을 영농 현장에 실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4.3 선택코딩

선택코딩은 코딩의 마지막 단계로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모

든 범주들이 통합되어 이론이 구축되는 과정이다. 이야기 윤

곽을 통해 이론으로 형성될 핵심범주를 도출하고, 축코딩 단

계에서 패러다임 모형을 형성하는 중심현상과 다른 범주들과

의 관계 유형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로 가설적 관계 진술문을 

만들어서 가설을 도출하여 제시한다(Strauss & Corbin, 1998). 

4.3.1 핵심 범주

농식품 창업교육에 대한 창업자의 교육참여 및 성과에 대한 

핵심범주는‘농식품분야 창업교육은 교육정보 증가와 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제공이 이루어져 교육참여를 강화하고 사업성과

를 강화하나, 교육설계(교육운영·교육내용·교육행정)과정에서 

농식품분야 창업교육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교육설계 개선을 

요구하는 현상도 발생함.’으로 정리되었다. 교육수요자에게 국

가와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교육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들 간의 내용 중복과 컨텐츠의 생성 및 전달과정의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성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

을 받는 경험이 사업성과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으며, 이는 교육 후 사후관리에 대한 지속적 요구로 

작용하고 있다.

4.3.2 현상 정리

현상을 정리해 보면 첫째, 교육정보의 증가, 초기관리역량과 

사업화를 위한 기초교육이 교육생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농식풉분야 창업교육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중심현상이 사업적인 경쟁력 강화와 매출증가 효과 연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기본적으로 교육생의 교육내용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이 보인다.
둘째, 창업교육에 대한 불만족 요인은 교육운영·교육내용·교

육행정 측면에서 발생한다. 교육운영에 대하여 교육생 규모, 
분반의 필요성, 교육시기와 기간/시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음을 보았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다양성 부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

다.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교육생의 입장에서 교육기관과의 연

계가 어려운 현상이 있음을 보인다. 교육행정에 대한 부정적 

현상은 교육생입장에서 접근되지 않는 행정체계에 기인한 현

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창업자의 적극적 학습지향 태도와 함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업강화와 관계구축이 전문인력 양성, 지역과 도시 

연계, 상품기획과 시장개척으로 연계되어 사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인다. 창업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적인 사

업성과가 교육내용과 함께 네트워크 강화에 의함을 봉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설계과정에서 내용학습과 함께 참여자 및 

교육진 구성의 기준을 이해하게 한다.
넷째, 제품개발을 위한 준비단계와 상품화 초기단계, 창업 

후 매출성장이 정체단계 등 창업기업의 성과개선을 위한 전

문가의 사후관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교육 참여자의 교육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업현안에 대한 지원요구는 교육과

정설계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볼 수 있다. 창업교육을 참

여하는 교육생이 창업초기단계인 경우에는 다양한 현안에 대

한 자체 해결역량이 부족함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와 

함께 창업자에게는 성장단계 등의 경우라도 적극적 매출전략

과 창업교육이 연계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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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의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농식품분야 창업자들은 농창

업자의 창업역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부

족하다고 생각하는 특성은 기업가정신의 취약과 창업자역량 

취약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기업가정신과 관련해서 기업가라 

생각하지 않는 농민, 막연한 기대, 승계농의 창업자정신 부재,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거론되고 있다. 창업을 하고 있으면서

도 스스로 창업자라 생각하지 않는 농민, 창업자정신이 부재

한 승계농, 창업에 대한 두려움은 농창업자의 창업행위가 환

경적 요인에 의하여 강요되는 현상과 연결될 수 있다. 귀농과 

가업으로 승계한 농업은 작물을 생산하고 전통적 판로에 출

하하는 구조의 전통적 농업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러나 소득증

대의 동기와 함께 생산량 증대는 판매행위의 중요성과 관리 

행위의 중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창업자는 현

실과 연동되지 못하는 예비창업자, 전략의 부재, 신규창업자

란 주제를 창업역량의 부족과 연결 짓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 부분에서 농창업인을 위한 창업교육 방향에 대한 고민이 

드러난다. 교육기관과 교육제공자는 이들의 기업가정신을 배

양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하여야 한다. 교육설계과

정에서 운영방식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연적으로 함께 되

어야 한다. 무엇보다 농창업자에게 필요한 기업가정신이란 타 

분야 창업자에게 요구되는 기업가정신과 차별성이 있는 것인

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상의 패러다임에서 작용과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농창업

교육을 참여하며 교육생 느끼는 현안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교육운영에서 교육생 규모는 20명 이내를 선

호하며, 30~40명 규모의 교육생이 참여한 교육은 팀단위의 교

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 경우 팀원 수에 대한 의견

이 함께 나왔으며, 팀원은 5~7명 규모로 6개팀이 제안되었다. 
교육생의 특성에 따라 분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분반의 기준으로 교육생 유형, 연령 구성, 작목별, 가

공별, 창업 단계별, 수준별, 이종작물 혼합 등이 설명되고 있

다. 수준별에 대한 사항은 소득규모나 영농전문성 등이 기준

으로 언급되었다. 
교육시기는 농한기, 재배시작 전이 기준으로 제안되고 있으

며, 이 부분은 교육생의 지속적 요구가 있으나 교육제공기관

의 사정으로 어려움도 있다는 이해가 교육생에게 있다. 교육

기간은 2-3일 교육, 2주 합숙교육, 2주 집중교육, 주 1회 교육 

등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제공 유형이 고르게 나타나 교육생들

의 상황에 따라 선호도가 갈림을 알 수 있다. 교육시간에 대

해서도 1일 4시간 이내, 1일 3시간 이내, 워크샾 형태인 경우

는 종일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일 3시간은 오전

을, 1일 4시간은 오후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교육시간이다. 여

기서 워크샾 형태의 종일수업에 대한 선호가 있으며, 이 부분

은 강의식 교육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

한 거부감과도 이어진다.

교육내용에 관한 교육생의 의견은 만족감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으며, 이러한 현상은 인터뷰에 참여한 농식품분야 

창업교육 경험자에게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용의 중

심은 교육의 혼재, 다양성 부족, 전문성 부족으로 정리된다. 
생산교육과 창업교육의 혼재로 인하여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나타난다. 이 부분은 교육설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농

식품창업교육에서 작물생산, 가공기술, 사업화로 창업에 관한 

교육 수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육생의 입장에서 교

육내용의 연계 구조가 명료하지 않으면 산만적인 지식학습으

로 그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입

장에서 이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연구자는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의 논

리적 설계구조를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연구자의 본연적 역할이다.
창업자인 교육경험자는 교육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며, 

교육기관의 지원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다양성 부족은 생산·
가공·유통에 대한 통합적 교육 필요, 다양한 교육생 유형에 

맞는 교육내용 구성, 교육 프로그램 중복, 강사들의 교육내용 

중복(들었던 교육),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교육의 부재란 개념

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성 부족은 강사의 농업창업분야 전문

성 결여, 전문지식 필요, 농업현장 이해 부족, 이론 위주 교육

내용 이란 개념을 포함한다. 창업자가 언급한 개념에서 나타

나는 현상은 교육 다양성과 전문성 부족을 느끼는 상당부분

이 농업기술 이외의 창업교육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다. 농창

업자는 농업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생산 및 재배, 농산물 가

공 관련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기술교육은 현재

까지 농업인교육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다. 교육생에게서 발생

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부족은 농업과 창업분야 교육

의 혼재란 하위범주와 현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교육제공기

관과 정책기관에게 수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 개선노력에서 핵심사항은 기

술교육과 창업교육의 유기적 연계이다.
교육행정에 관하여 교육생은 교육기관 간의 연계와 협조 강

화, 실습환경의 강화와 적극적인 정보제공 행위, 교육후 사후

관리의 개선에 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농업전문기관을 중

심으로 이루어져온 전통적 농업교육에서의 창업교육은 생산

중심의 기술교육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창업교육

에서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농업창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고객관점의 상품개발과 판매역량 강화를 위

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고 보면 현상분석에

서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농식품창업 교육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은 사업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팀역량과 맥락적으로 이어지며, 창업자 자신의 전문

성강화의 의미도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창업자에게

서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농창업인이 기업가정신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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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현상은 농산물 생산과 판매 중심의 전통적 농업창업에

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

들이 창업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의 해결이 기술, 자금, 
판로개척 중심의 접근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을 해

결에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농창업

이 농산물 생산과 단순가공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업하

는 현상, 즉 6차산업농가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농식품분야 창업교육의 중심현상으로 교육정보증

가 현상, 초기관리역량교육, 사업화교육이 나타난다. 농창업교

육에서 교육정보 획득노력과 교육기관의 교육정보 제공노력

이 증가하는 교육정보 개선현상이 보이고 있다. 초기관리역량

교육은 스마트워킹, 기본역량, 관련 제도 교육을 중심으로 제

공되고 있으며, 초기관리 관련 교육이 역량 강화로 연계되는 

현상이 보인다. 이와 함께 사업화 성공에 필요한 실무 역량인 

비즈니스모델, 고객, 재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생의 

협업강화, 관계구축, 학습지향, 적극적 태도가 중심현상과 작

용하여 매출증대, 경쟁력 강화 등의 교육성과로 이어진다고 

교육생들이 인식하고 있다. 농창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강

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업가정신 강화, 상품기획역량, 
시장확대역량 분야의 교육 필요성을 제기하는 현상이 분석에

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식품분야 창업교육을 수요자 관점에서 분석하

여 교육 설계에서 운영방식, 교육내용, 교육행정에 관한 개선 

논의와 함께 농창업자의 생존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교육설계 과정에서 정책기관과 교육기

관이 고려해야 할 관점을 제시한다. 
농식품 분야에서 창업교육은 산업경쟁력, 지역경쟁력, 매출

역량, 현장대응 역량 등의 강화를 목표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지 의문이 있다. 교육 내용

으로 사업계획, 자금, 회계, 마케팅 교육은 제공되나 창업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교육 전문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귀농·귀촌

자, 승계농, 청년창업농, 농식품분야 예비창업자 등은 재배·생
산 중심의 기술 중심의 교육을 제공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기업 성장에 요구되는 체계적인 창업교육은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워크로 설명되는 정보교육 수

요와 창업관리 및 판로개척을 위한 교육 수요 증가현상은 농

식품분야 창업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고민의 크기를 보여준다. 
농식품분야 창업 시에 나타나는 많은 수의 실패사례를 통해

서도 개발, 생산, 판매에 걸쳐 있는 농식품분야 창업자의 고

민을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한 농식품 

분야 창업교육 현상은 <그림 3>과 같다. 
창업교육 대상에게 있어서 농식품 창업교육은 학업성취의 

기대감과 함께 일부 관심 없는 내용의 학습 등 교육의 현실

적 괴리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폭넓은 지식습득 기회와 소

속감과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멘토링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꿈과 비전을 주는 교육이 농식

품 창업교육이다. 

<그림 3> 농식품 분야 창업교육 현상 모형도

현재의 농식품분야 창업교육기관은 무엇을 교육내용으로 할 

것이며, 결정된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관여되어 있다. 하나는 창업교육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문제,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조

정과 전달방식의 결정에서 개설될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

는 문제이다. 셋째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사후관리 체계

의 제공에 관한 문제이다.
농식품 창업교육의 기본방향 제공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떻

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수방법과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

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통해 교수방

법과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생의 요구상황과 교육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살펴봤다. 
교육생의 관점에서 분석한 농식품 창업교육 특성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식품산업분야에서도 창업교육이 교

육생의 매출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업기반의 농식품분야 창업은 아이디어

와 기술기반의 제품개발보다는 단순가공 후 판로개척에 의해 

매출증대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창업교

육의 효과가 마케팅과 판로개척 및 직거래 역량교육 중심으

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로, 교육생은 농식품관련 창업교육 과정에서 협업역

량과 관리역량 강화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협업역량은 교육생과 
교육기관 간의 정보교류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관리역량은 

기업가정신, 제도, 스마트워킹 학습을 중심으로 창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창업기업에게 협업은 파트

너, 협력사 등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농식품 창업에서 초

기 또는 예비기업의 관심은 농산물 생산에서 선도농이나 농

업기술센터를 통한 생산기술 중심의 협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가공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단순가공이나 정형화된 제형

을 중심으로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에도 가

공에서 중심 협력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동일 시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간의 협업이나 정보

교류 효과는 농식품 창업교육에서도 타 분야 창업교육과 동

일하게 존재한다. 관리역량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NS 중심의 온라인 활용역량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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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과 고객에 관한 교

육, 재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았

다. 농식품 창업교육에는 다양한 연령, 다양한 경력의 교육생 

구성과 농업인, 귀농희망자, 승계농, 관련분야 예비창업자 등 

상이한 창업상황의 교육생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각 교육생의 상황에 맞춘 교육의 제공은 한계가 있다. 
일반창업 교육이 고객관점에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제품을 설

계하는 과정을 따른다면, 농식품 창업은 작물의 선택이 출발

점일 수 있다. 농작물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경영인의 경

우에는 이런 현상이 보다 뚜렷하다. 교육과정에서 비즈니스모

델이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교육생의 다양성

에 기반한 교육설계인지 의문이 있다. 이런 현상은 교육설계

에서 전문성의 부족, 교육의 혼재와 다양성 부족에 대한 개념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맥락이 이어진다.    
네 번째로, 농식품분야 창업교육 참가자가 창업역량의 부족

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특히 기업가정신, 직업의식에 대한 아

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인으로써

의 직업의식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 전문경영인이 되기에 부

족한 부분에 대한 인식일 수 있다. 만약 현재의 농식품분야 

창업교육이 생산, 가공, 판매 중심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제는 교육생이 기업가정신, 창업자로서의 직업의식

에 대한 교육을 요구함을 살펴야 한다.  
본 연구는 농식품분야 창업교육을 수요자 관점에서 분석하

여 교육 설계에서 운영방식, 교육내용, 교육행정에 관한 개선 

논의와 함께 농창업자의 생존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교육설계 과정에서 정책기관과 교육기

관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며, 창업농을 위한 지원정

책 시행과정에서 중요성 높아진 창업교육설계의 참고자료로

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창업농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교육기관별로 교육설

계의 특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경험을 동일하게 분석하

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창업자들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과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와 같은 사업아이템별 

특성, 사업계획 특성에 기인한 창업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

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는 청년창농 준비자와 청년창농자, 
일반농업 창업인 등 창업농 유형별 현상에 관한 연구, 창업아

이템과 사업계획의 특성에 따른 창업자의 교육수요 현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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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atory Study on the Phenomena of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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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henomena for agri-food entrepreneurs whose main business is the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sale of processed products, using the qualitative study Strauss & Corbin(1998)'s evidence theory approach. 
From the entrepreneur's point of view, I would like to summarize the phenomena that appear in education, and to prepare a theoretical 
basis for explaining the phenomena.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emphasized to cultivate the ability to develop and 
provide products tailored to customers. The necessity of education leads to an increase in demand according to the situational awareness 
of the founders, and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agri-food sector is a clear trend. Inevitably, the need 
for various discussions on systematic and effectiv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raised. For the study, an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preliminary or entrepreneur who have experienc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agri-food sector. As a research method, I use Strauss 
& Corbin(1998)'s approach and analyze qualitative data using QSR's NVIVO 12 program.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contextual and systematic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agri-food sector has the effect of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and strengthening sales. There is a need for follow-up management of trainees.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start-ups is based on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through education and linking regions with cities. Strengthening 
sales is based on product planning and market development. This study explores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agri-food sector, which 
has not been actively conducted in the past. Exploratory analysis on the experiences of the founders of agri-food sector as education 
demanders has an important meaning for understanding the phenomenon of start-u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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