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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agricultural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education status, and policy demand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advanced agricultural managers. These people are expected to play a key role in 

the changing agricultural environment in Korea. Based on survey resul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for the advanced agricultural managers’ agricultural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record activation. Survey results of 303 respondents identified that 

63.4% of them record their agricultural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The biggest 

reason given for not recording this information was lack of time for record keeping. The 

biggest problem was a ‘lack of Question and Answer system’. In addition, 37.2% of the 

respondents were not aware of the current agricultural accounting guidelines. In terms of 

education, 71.3% of the respondents have completed course work in accounting and 

responded that an ‘On-off parallel education system’, which offers both online and offline 

classes, was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prevent dropout. Respondents thought that 

agricultural management accounting records were helpful for the management of 

agriculture and their participation in government policies. They also thought that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further implemented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programs, and ‘One-stop Question and Answer system on 

related web sites and organizations’ is required for them to keep better record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can be derived from the survey results. First, interoperability 

between agricultural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recording programs is needed. 

Second, accessi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the educa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Fourth, voluntary participation should be encouraged. Last,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post-verification system.

Keywords: advanced agricultural manager, agricultural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management of agriculture

Introduction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농업 여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DDA, FTA, TPP 

등 시장개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고령화, 규모화, 자본의 집약화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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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경영부문에서

도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 마이스터 대학 등을 중심

으로 농가경영컨설팅, 농가경영분석프로그램 활용 교육, 농업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기관별로 시행되는 교육프로그램과 회계기록 프로그램별 기록 방법이나 내용 등이 상이함에 따라 농가들의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경영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써의 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Seo et al., 2012).

농업경영과 관련된 정책들은 농가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경영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경

영에 있어서 투명한 농업경영회계정보의 작성은 농가의 경영상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

사결정을 유도하며, 문제점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경영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농가의 농업경영회계정보는 비단 농업경영체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 당사자들로부터의 요구 역시 증가하

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세법에서는 농업법인과 3억 원 이상의 매출이 있는 축산 농가의 경우 회계처리가 의무화 되

고 있다. 또한 2014년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작물 재배업 역시 과세 대상이 되며(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제외), 조

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비단 법개

정으로 인한 요구뿐만 아니라 농가의 경영자금 대출 과정에서도 농가의 경영회계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농협 은행

의 경우 자금 대출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대출 시행 시 3개월 이상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경영기록이 필요하다

(Park and Kang, 2016).

경영회계정보의 기록에 관한 공식 통계는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선행 연구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 많은 농가는 

경영회계정보의 중요성과 내 ․ 외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기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업경영회계정보의 기록과 관련된 연구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는 자료의 특성으로 인한 자료 수집의 어려

움 때문에 농업의 타 분야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농업경영 및 회계정

보와 관련된 주요 연구로는 Kim et al. (2010), Yu (2006), Lee et al. (2012), Lee et al. (2015) 등이 있다. 먼저 Kim et 

al. (2010)은 대규모 양봉농가의 사료비, 자재비, 감가상각비, 방역비 등 경영회계기록을 기반으로 농업경영 소득

을 분석하였다. Yu (2006)는 1,323농가의 경영기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영기록의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경

영 기록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는 조사대상 농가 중 약 17.7%에 불과하였고, 연령이 낮고, 학력 및 판매액 수준이 높

고, 컴퓨터를 보유하였으며, 규모 확대의향이 높은 농가일수록 경영기록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관리의 체계화, 교육지원, 연구개발 등 다양한 정책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Lee et al. (2012)은 

농업인 설문조사를 통해 경영 기록 실태파악을 하고, 이항로짓 분석과 순위 프로빗 분석을 통해 농업인의 개별 특

성별로 기록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인이 느끼고 있는 필요성과는 반대로 경영 

기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농업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 

(2015)은 개별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 회계기록 실태를 파악하고 농업경영 회계기록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영회계 기록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던 농업 경영체에 명확한 회계 처리기준을 제

시하고, 정확한 경영평가를 통한 농업 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개별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회계기록 실태와 현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농가 유형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변화하는 농업 여건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회계정보의 기록 현황을 살펴보고, 농업경영회계정보의 

문제점, 지식, 관련 교육의 만족도, 정부정책 등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후계농업경

영인들의 농업경영회계정보 기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또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후계

농업경영인의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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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Materials and Methods에서는 농업경영회계정보 회계처리 ․ 교육 ․ 정책 

현황 및 후계농업경영인 현황 등 전반적 현황을 살펴보고, Result and Discussion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

로 경영회계기록 실태, 경영회계기록 관련 교육 현황, 경영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인식 등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

하였다. 현황분석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Conclusion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정책제언을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의 회계처리 현황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농업법인 수는 15,043개소로 이 중 회계처리(재무제표 작성 기준)를 하는 법인은 

12,688개소(84.3%)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매년 회계처리를 하는 비율이 88% 이상을 기록하였지만 2014년

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농업법인이 회계처리를 하는 가운데, 나머지 15.7%는 간이기장 혹

은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tatus of financial statements preparation for agricultural corporations (Unit: N).

Classification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Number of corporations 8,361

(100.0)

9,692

(100.0)

11,742

(100.0)

13,333

(100.0)

15,043

(100.0)

Documented financial statements 7,009

(83.8)

8,520

(87.9)

10,352

(88.2)

11,848

(88.9)

12,688

(84.3)

Non-documented financial statements 1,352

(16.2)

1,172

(12.1)

1,395

(11.2)

1,485

(11.1)

2,355

(15.7)

Source: KOSIS (each year).

한편 일반 농업경영체의 회계처리를 파악한 국내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전수조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

행연구 결과를 통해 회계처리 유무를 파악하였다. 비교적 최근의 선행연구(Lee et al., 2012; Seo et al., 2012)에 의하

면 농업경영회계기록을 하는 농가는 55% 내외로 일반 농업경영체의 회계처리 기록이 농업법인에 비해 많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일반 농업경영체의 44.4%가 ‘기록의 필요

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농업경영회계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MAFRA , 2012), Lee et 

al. (2012)는 ‘기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대상의 47.1%가 농업경영회계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Yu (2006)는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조사대상의 82.3%가 농업경영

회계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tatus of management accounting records by agricultural managers (Unit: %).

Classification Record Do not record

MAFRA (2012) 55.6 44.4

Lee et al. (2012) 52.9 47.1

Yu (2006) 17.7 82.3

Source: Lee et al. (2012), MAFRA (2012), Yu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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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회계정보 교육 및 정책 현황

농업경영회계정보와 관련된 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농업경영회계정보와 관련한 교육기관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각종 농

업계대학 등 크게 4가지 기관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농가경영컨설팅, 농가경영분석프로그램 활용 교

육, 농업회계실무, 마케팅 등 농업 경영에 대한 전반적 교육과 더불어 회계교육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농림수

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업회계실무교육 및 농업회계의 이해 등을 

교육하고 있다(RDA, 2014).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1조 3항의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농업경영회계정보를 활용

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농업정책자금 대출제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농

업경영제 등록제도는 등록 시 회계기록을 제출하면 농지규모화 사업 등 관련 41개 사업과 연계하여 경영할 수 있

는 인센티브가 지원된다(RDA, 2014).

후계농업경영인 현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은 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탈 등의 이유로 농촌의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젊고 

유능한 농업 인력의 확충을 위하여 1980년 ‘농어민후계자 육성방안 계획’ 수립 이후 1981년부터 시행되었다. 후계

농업경영인은 매년 약 1,500명 가량을 선정하였으나, 2013년 연령제한 기준이 45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변경

된 후 2013년 1,849명, 2014년 1,861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Number of selected advanced agricultural manager each year (Unit: N).

Classification 2010 2011 2012 2013 2014

Number of collected advanced agricultural manager 1,559 1,500 1,564 1,849 1,861

Source: MAFRA (2016).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는 각 지자체에서 전담하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농정원에서 교육기관의 선정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교육은 경북대, 한

국농업연수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식품정보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MAFRA (2016)에 따르면 2015년도 경영

교육실적은 2,095건으로, 2014년보다 약 0.8% 감소하였다. 교육과정으로는 경영교육, 멘토링, 국외연수, 경영심

화 과정이 있는데, 과정별로는 멘토링, 국외연수는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경영심화과정이 신설되었다. 경영

교육과정의 경우 2014년 96.4%, 2015년 92.8%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교육이 경영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Table 4).

Table 4. Status of management training for advanced agricultural manager (Unit: N).

Classification Training Personnel

Course of training

Manager Mentoring Overseas training
Advanced 

Management

2014 2,112 2,037 33 42 -

2015 2,095 1,944 28 26 97

Source: MAFRA (2016).



Enhancing the accounting record keeping practices of advanced agricultural managers: Policy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4(1) March 2017 137

표본의 설계 및 설문조사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회계기록의 실태와 문제점,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참여하

고 있는 농가와 한국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원 중 후계농업경영인 회원 32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의 일대일 면접 방식을 택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후 최종 검증을 거친 결과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응답자를 제외한 303명

의 자료에 대하여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86.8%, 여자가 13.2% 였으며, 연령은 50대가 4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4.8%, 60대 이상 19.8%, 30대 이하가 6.6% 순이었다. 

영농경력은 20년 - 29년이 31.4%, 30년 - 39년 31.0%, 10년 - 19년 26.0%, 10년 미만 7.6%, 40년 이상은 4.0%로 

대부분의 농가가 20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 58.1%, 대졸이 30.7%, 중졸이 10.2%, 대학원 이상 졸업이 1.0%였으며,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95%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Status of respondents (Unit: N, %).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Sex Male 263 86.8

Female   40 13.2

Age Below 30s   20   6.6

40s   75 24.8

50s 148 48.8

Over 60s   60 19.8

Farming career Less than 10 years   23   7.6

10 to 19 years   79 26.0

20 to 29 years   95 31.4

30 to 39 years   94 31.0

Over 40 years   12   4.0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31 10.2

High school 176 58.1

University   93 30.7

Graduate school     3   1.0

Possession of Computer Own 288 95.0

Do not own   15   5.0

Results and Discussion

경영회계기록 실태 조사

후계농업인들은 농진청의 농가영영관리, 농정원의 농업경영장부, 농협의 알차니, 태극회계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회계기록을 하고 있으며, 농업경영회계기록을 하고 있는 농가가 63.4%, 기록하지 않는 농가(기록 중단 

포함)는 36.6%로 나타났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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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atus of management accounting recording for farming (Unit: N, %).

Classification Record Do not record Stopped recording Total

Number 192 (63.4) 63 (20.8) 48 (15.8) 303 (100.0)

미기록 응답자 63명의 미기록 이유를 순위별로 조사한 결과 1순위로는 ‘기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하

지 않는다는 의견이 30.2%로 가장 많았고, ‘항목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23.8%로 뒤를 이었다. 2순위로는 ‘기록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및 ‘자산, 부채 등 개인정보의 유출 부담 때문에’가 각각 2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다(Table 7). 이러한 결과는 농업경영회계기록을 하지 않는 농가들이 이용하기 쉽고 필요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절약형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의 

유인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등의 혜택 제공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Table 7. Reasons for ‘Not recording’ (Unit: N, %).

Classification
Priority Total

1 2

No time to record 19 (30.2)   9 (14.3)   28 (22.2)

Lack of knowledge 15 (23.8) 10 (15.9)   25 (19.8)

No necessity for recording 11 (17.5) 15 (23.8)   26 (20.6)

No PC for recording 5 (7.9) 4 (6.3)   9 (7.1)

Concern about data leakage 5 (7.9) 15 (23.8)   20 (15.9)

Difficult to learn the method 3 (4.8)   9 (14.3) 12 (9.5)

Not used to program 5 (7.9) 1 (1.6)   6 (4.8)

Total 63 (100.0)   63 (100.0)   126 (100.0)

현재 농업회계기록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과거 기록을 하였지만 현재 기록을 중단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기

록, 기록중단으로 응답한 240명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질문하였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룹의 경우 ‘작성 중 문의

사항에 대한 빠른 답변서비스의 부재’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작목별 특성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18.8%, ‘회계지식의 부족’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록을 중단한 그룹의 경우 ‘기관별 데이터 상호

연동의 부재’가 31.3%로 가장 많았고, ‘작목별 특성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부재’ 27.1%, ‘회계지식의 부족’ 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8. Problems for management accounting recording (Unit: N, %).

Classification
Priority of record Priority of stop recording

1 2 1 2

Lack of knowledge 30 (15.6) 35 (18.2) 10 (20.8)   5 (10.4)

Problem in applying criterion 36 (18.8) 49 (25.5)   6 (12.5) 11 (22.9)

Problem in interoperability 20 (10.4) 30 (15.6) 15 (31.3)   5 (10.4)

Lack of mobile application 51 (26.6) 37 (19.3) 4 (8.3) 14 (29.2)

Lack of Question & Answer system 55 (28.6) 38 (19.8) 13 (27.1) 11 (22.9)

Others  - (0.0) 3 (1.6)  - (0.0) 2 (4.2)

Total 192 (100.0) 192 (100.0)   48 (100.0)   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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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기록자와 기록중단자 모두 농업경영회계기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의가 가능한 서비스

의 지원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영농규모 및 작목별 적용이 가능한 농업회계기준 및 가

이드라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록 중단자의 응답을 토대로 볼 때 현재 기록하고 있는 농가

에 대해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경영기록장 및 수기기록의 데이터 등록에 대한 교육과 기관별 공조를 통한 데이

터의 상호 연동기능을 지원하여 농업경영회계기록 이탈자의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후계농업경영인들이 농업경영회계기록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록 전후 달라진 점에 대한 조사를 1, 2순위

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기록자와 기록 중단자 각각 17.7%, 20.8%

로 나타나 대부분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자, 기록 중단자 그룹에 관계없이 ‘농업투입재 사용의 

효율성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각각 35.9%, 3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Table 9).

Table 9.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management accounting recording (Unit: N, %).

Classification Priority of record Priority of stop recording

1 2 1 2

Nothing changed   34 (17.7) - 10 (20.8) -

Revenue increase   36 (18.8) 28 (17.7)   5 (10.4)   6 (15.8)

Increased efficiency of farm input   69 (35.9) 25 (15.8) 17 (35.4)   8 (21.1)

Got ability to solve management problem   34 (17.7) 51 (32.3)   9 (18.8) 13 (34.2)

Increase in the rational design of 

management plan

19 (9.9) 52 (32.9)   7 (14.6) 10 (26.3)

Others - 2 (1.3) - 1 (2.6)

Total   192 (100.0) 158 (100.0)   48 (100.0)   38 (100.0)

가장 선호하는 농업경영회계처리 방법으로는 ‘농가가 직접’이 3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부기관’ 

31.4%, ‘세무사 및 회계사’ 23.8%, ‘컨설팅 회사’ 11.2% 순으로 나타났다. 농가가 직접 회계처리를 하는 이유는 ‘이

용이 편리해서’라는 응답이 57.4%로 가장 많았다. 정부기관을 선호하는 이유는 ‘신뢰가 가기 때문에’ 라고 응답한 

비율이 69.5%로 가장 많았고, 세무사 및 회계사, 민간컨설팅 회사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전문적 이기 때문에’라

는 이유가 각각 52.8%, 26.5%로 가장 많았다(Table 10). 설문결과 후계농업경영인들은 농업경영회계기록의 처리

과정에 대해 이용의 편리성, 신뢰성(안전성), 전문성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Table 10. Preference for management accounting recording method and reason for choosing (Unit: N, %).

Classification Personally Government Tax accountant
Consulting 

company
Others

User convenience 58 (57.4) 4 (4.2) 6 (8.3)   2 (5.9) 0 (0.0)

Ease of analysis 13 (12.9) 8 (8.4) 11 (15.3)   8 (23.5) 0 (0.0)

Aspect of speed 13 (12.9) 5 (5.3) 7 (9.7)   4 (11.8) 0 (0.0)

Professionalism 0 (0.0) 5 (5.3) 38 (52.8)   9 (26.5) 0 (0.0)

Suitability to scale 13 (12.9) 6 (6.3) 0 (0.0)   8 (23.5) 0 (0.0)

Inexpensiveness 1 (1.0) 1 (1.1) 1 (1.4) 0 (0.0) 0 (0.0)

Reliability 3 (3.0) 66 (69.5)   9 (12.5) 3 (8.8) 0 (0.0)

Others 0 (0.0) 0 (0.0) 0 (0.0) 0 (0.0)     1 (100.0)

Total 101 (33.3) 95 (31.4) 72 (23.8) 34 (11.2) 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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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회계처리지침은 농업회계기준, 농업회계처리모범 등 4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인지

여부 조사결과(중복응답) 전체의 37.2%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농업회계처리지침에 대한 전

반적 홍보 및 이의 활용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Table 11).

Table 11. Recognized accounting guidance (Multiple response, Unit: N, %).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Agricultural accounting standards   56   14.6

Agricultural accounting processing example   72   18.8

Agricultural accounting processing guidelines   57   14.8

Agricultural standard accounting practice   56   14.6

Don’t know 143   37.2

Total 384 100.0

경영회계기록 관련 교육 현황 조사

농업경영회계기록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적이 있는 인원은 216명(71.3%)이었으며, 교육을 이수한 적이 없다

고 응답한 인원은 87명(28.7%)d로 나타났다(Table 12).

Table 12. Experiences of education of management accounting recording (Unit: N, %).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Experienced 216   71.3

Non-experienced   87   28.7

Total 303 100.0

효과적인 농업경영회계기록 교육방법의 5점척도 조사결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교육’이 3.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회계프로그램운용 등의 실습교육’ 3.77점, ‘농업인 참여형 토론 및 발표식 교육’ 3.38점, ‘정보제공 중심

의 오프라인 강의식 교육’ 3.07점, ‘인터넷강의 등의 온라인 교육’ 2.95점 순으로 나타났다(Fig. 1).

Fig. 1. Effective instructional methods (Unit: Score).

농업경영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

농업경영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5점척도 인식조사 결과, ‘농업경영회계기록이 영농활동 및 경영개선에 도움

이 된다’는 4.16점,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4.05점, ‘정부 정책사업 참여에 도움이 된다’ 3.89점, ‘혜택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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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3.79점으로 나타나 후계농업인들은 농업경영회계기록의 경영에 있어서 도움 정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 정책사업 참여에 도움정도, 혜택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Fig. 2).

Fig. 2. Recognition for revitalizing the management accounting records (Unit: Score).

농업경영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관한 설문을 1, 2, 3순위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1순위에서 응답자들은 ‘문의사항에 대한 즉시답변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26.7%). 다음으로 ‘기록농가의 금융지원 및 정부사업 우선지원’이 22.4%, ‘우수농가 포상제도’가 14.5%, ‘모바일 

환경지원’ 11.6% 등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교육의 체계화’가 20.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3순위 에

서는 ‘모바일 환경지원’이 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3).

Table 13. Areas of government policies that can help revitalize management accounting recording (Unit: N, %).

Classification
Priority

Total
1 2 3

Reward system   44 (14.5) 29 (9.6)   35 (11.6) 108 (11.9)

Financial support   68 (22.4)   34 (11.2) 30 (9.9) 132 (14.5)

Develop the ‘One-stop Question &Answer’ system   81 (26.7)   50 (16.5)   57 (18.8) 188 (20.7)

Promotion of the standard guidelines and benefits with recording   32 (10.6)   36 (11.9)   9 (3.0) 77 (8.5)

Establishing a systematic education system 14 (4.6)   61 (20.1)   32 (10.6) 107 (11.8)

Interoperability of the accounting program 16 (5.3) 25 (8.3) 29 (9.6) 70 (7.7)

Developing a mobile application   35 (11.6)   35 (11.6)   58 (19.1) 128 (14.1)

Liaising with the consultant   4 (1.3) 12 (4.0) 25 (8.3) 41 (4.5)

Developing a technical manual and program   9 (3.0) 21 (6.9) 27 (8.9) 57 (6.3)

Others   - (0.0)   - (0.0)   1 (0.3)  1 (0.1)

Total  303 (100.0)  303 (100.0)   303 (100.0)  909 (100.0)

Conclusion

최근 우리나라 농업은 시장개방확대, 고령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농업경영방식의 추구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업경영에 

있어 투명한 회계정보의 관리는 가장 기초적인 경영활동이라 할 수 있지만, 많은 농가경영체에서는 회계정보의 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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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회계기록의 전반적 현황과 교육현황,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농업경영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개별 농가가 농업경영회계기록을 작성함으로써 농업투입재 사용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합리적 

경영계획을 세울 수 있는 등 농업경영 개선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업경영회계

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농가는 6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미 기

록하고 있는 농가에겐 좀 더 효율적인 회계기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기록하고 있지 않는 농가에 대해선 농

업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농업경영인과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농업경영인 차원에서의 제언이다. 첫째, 농업경영회계기록 프로그램의 상호 연동이 필요하다. 현재 알차

니, 태극회계, 농가경영관리, 농업경영장부 등 회계기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관별로 다양하게 배포되고 있

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기록방식을 택하고 있어 농가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관별 협력을 통해 프

로그램 간 상호 연동시스템을 마련하여 수요자의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다.

둘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즉시응답 서비스 등의 개발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후계농업경영인의 경

우 보통의 농업종사 인구보다 연령층이 낮기 때문에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IT 기기의 접근이 쉽다. 또한 

IT 기기의 보급이 활발해 짐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쉽게 회계기록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이 

필요하고, 입력 시 발생하는 여러가지 민원, 궁금증에 대해 즉시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수요자의 접

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농가의 규모별, 작목별 서로 다른 경영환경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대부분의 농가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습 위주의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농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농업경영회계기록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대출금리지

원, 직불금 등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 정부의 사업참여 기회 의 제공 등을 통해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회

계기록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농가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사후 검증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가 농가

에게 정책지원을 함에 있어 농업경영회계기록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투명한 회계관리

를 통해 정책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회계기록 현황을 조사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자료수집의 한계성 때

문에 전체 후계농업경영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료의 보완을 통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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