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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사업 소개 및 공모 안내

Part 1

산림청「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사업 소개 및 공모 안내

산림청「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사업 소개
산림청「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사업이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산림청 고시 2019-89호에 의거하여,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목표로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산림·임업 분야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임무 및 역할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산림청 고시 제2019-89호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
6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기준 및 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고, 전문교육기관은 1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교육시설)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위한 강의실(자료 열람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하고, 제2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습장 또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프로그램별 실습에 필요한 실습장 및 장비·기기
2.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전력설비를 포함한다)

기관

(사유림경영소득과)

(임업·재배기술교육실)

전문교육기관

임무 및 역할
•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계획수립ㆍ통보
• 사유림경영 및 임업인 소득 증대 정책 조정ㆍ총괄
•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신규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과정 공모 및 관리
• 교육운영기관 운영 지원ㆍ교육생 DB관리,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등
• 기관별 교육현장 점검 및 교육성과평가
• 보조금 교부 및 최종 정산보고
• 교육운영 주체로서 교육운영계획 수립·운영, 교육 결과보고
• 보조금, 자부담 집행 및 정산

매년 초, 연 1회 임업분야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이 우수한 교육운영기관을 신규 발굴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알림/홍보→입찰/공모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교육시설의 세부기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시설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임차를 포함한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실습장은 실습이 가능한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임차를 포함한다)할 것
3. 화장실은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 채광시설·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5. 방음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방시설은「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른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시설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제5조(조직 및 교육강사)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직 및 교육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1. 교육프로그램별 특성화된 기능을 갖출 것
2.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3. 교육강사는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및 단체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산림관련 학사
학위 이상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관련 기사 자격증 이상의 자격을 취득 후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전임 또는 겸임강사급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다. 산림청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
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마. 임업분야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임업관련 학과)

제6조(전문교육기관 지정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공개모집 등) ① 산림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임업진흥원에
전문교육기관 공개모집·운영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89호, 2019. 12. 1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전문교육기관 지정서(산림청고시 제2016-119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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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공모사업

Part 2

’21년도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공모사업 안내

’21년도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공모사업 안내
신규 전문교육기관 지정

* ’21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요망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임업소득·산림자원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교육기관을 발굴하여 임업인의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신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개요

I 지원 자격I 산
 림청 고시 제2019-89호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만족하며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기타 친목 및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는 참여 불가

I 제출서류I 공
 모사업 참가신청서, 기관·단체 소개서,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인쇄물 각 1부, USB(1매)
I 제출기한I ’21년 1월 15일(금)∼1월 29일(금), 18:00까지 * 제출기한 내 한국임업진흥원 도착 분까지만 유효
I 제출방법I 우편 제출(파일 USB 포함)
- 제출처 : 우)0757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3층 임업·재배기술교육실 전문교육기관 공모담당자
- 문 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재배기술교육실(02-6393-2577)

심사 계획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 1차 서류심사I 공고상의 필수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검토(’21년 2월 3일 예정)
I 2차 현장심사I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충족여부, 교육사업 실적 등 현장심사(’21년 2월 8일∼17일 예정)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추진 일정
설명회 개최
(1월)

공모 및 기관선정
(1월∼3월)

교육 추진

(3월∼11월)

평가

(12월)

국고보조 교육과정 공모 및 관리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기존·신규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비용보조를 통한 임업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개요

I 지원 자격I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신규·기존 지정 기관 * 당해연도 전문교육기관 신규 지정된 기관도 지원 가능(동시 접수)
I 공모지원 예산I 총
 164백만원(국고 124백만원, 자부담 41백만원)
* 프로그램별 지원한도 : 총 37.5백만원(국고 30백만원, 자부담 7.5백만원)

I 제출서류I 공모사업 참가신청서, 기관·단체소개서, 교육과정 신고서, 교육과정 개요서(교육계획서 포함)
* 신규 전문교육기관 지정 동시 접수 시,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포함 제출
I 제출기한I ’21년 1월 15일(금)∼1월 29일(금), 18:00까지 * 제출기한 내 한국임업진흥원 도착 분까지만 유효

I 제출방법I 우편 제출(파일 USB 포함)
- 제출처 : 우)0757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3층 임업·재배기술교육실 전문교육기관 공모담당자
- 문 의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재배기술교육실(02-6393-2577)

심사 계획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 1차 서류심사I 공
 고상의 필수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검토(’21년 2월 3일 예정)
I 2차 발표심사I * 별도의 발표서류 및 PPT(프리젠테이션) 자료는 허용하지 않음
・세부 방법 : 기관별 제출 서류에 관하여 5분 핵심키워드 발표, 10분 질의응답(’21년 2월 23일 예정, 발표기관 개별 통보)
・심사 내용 : 한국임업진흥원 교육운영위원회 평가 합산 점수가 85점 이상일 경우 선정(100점 만점)
심사항목

기관역량(20점)

･사업 공고문 게시 및
설명회 개최

･신규 전문교육기관 공모
･신규 전문교육기관 심사
*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공모결과 발표(3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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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신고 및 운영

･교육성과평가
- 성과부진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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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기획(40점)
프로그램 운영(30점)
사후관리(10점)

세부내용

실행능력, 운영인력 구성 및 전문성, 교육환경의 적정성 등

교육프로그램 제안의 타당성, 분야별 교육내용의 적합성, 필수
교육내용 및 방법 반영여부, 기관 설립목표와 교육과정의 부합성,
교육목표 및 목적의 타당성, 교육프로그램의 차별성 및 창의성 등
교육생 모집홍보의 적절성, 교육생 선발절차의 적절성, 교육방법의
적절성, 교육과정운영의 체계성, 예산규모 및 투입의 적절성, 자부담
징수·활용계획의 적절성, 수료 및 심사기준의 적합성 등
수준별 교육 및 학습상담 등 후속교육 지원방안 등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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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교육과정 운영 주요방향

-단
 순 귀산촌 교육은 지양하고 임업인의 주요 소득원 및 재배작물에 관한 지식과 정보(재배기술, 유통·가공
등)를 공유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산
 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등 생물 자원에 대한 육성·관리지식을 전달하여
산림의 자원화를 촉진

국고보조 교육과정 공모 및 운영 추진 일정
설명회 개최

공모 및 기관선정
(1월∼2월)

(3월∼11월)

･사업 공고문 게시 및
설명회 개최

･국고보조 교육과정 공모
･국고보조 교육과정 심사

･국고보조금 교부 및
기관별 교육운영 관리

･공모결과 발표(3월 초)

･실무자 간담회 개최(4월)
･평가설명회 개최(10월)

(1월)

교육 추진

평가 및 정산
(12월)

-코
 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오프라인 집합 교육의 경우 교육과정 중 출석과 설문 이외에 시험, 과제, 기타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이상으로 구성하여 교육 효과성 제고

교육과정 개요

I 교육 대상I 해당 작물을 재배하거나 산림사업분야에 종사하는 임업인
I 교육 인원I 기
 수별 25명 내외
*오
 프라인 집합교육 또는 온‧오프라인 동시 교육일 경우에만 해당,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인원 제한없음
I 교육 시간I 최소 20시간 이상
I 교육비I 국고보조 80%, 자부담 20%(기념품, 다과비 산정 불가)
I 강사 활용I 과
 목별 강사 섭외 시 객관적으로 능력 있는 강사 활용
*관
 련분야 경험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산림관련 학사학위 이상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관련 기사 자격증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할
것(전임 또는 겸임강사급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 (분기)실적 모니터링
- (상시)교육현장 점검

･교육성과평가
- 성과부진 환류
- 결과 차등보상
･사업정산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전문강사 및 임업 멘토, 산림과학원 명예교수 등 적극 활용

I 교육프로그램 설계I 각 분야별 또는 교육 혼합 편성·기획 가능
임업소득분야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사업분야

사이버교육 특화과정
개설 가능

주요 소득작물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임간 및 하층
식생을 활용한 산림복합경영에
대한 정보 제공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
작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기술
전수

산림교육기관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
하는 실시간 화상 교육의 이수
시간의 100%를 인정

* 실시간 영상 송출 방식이 아닌, 24시간 언제든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를
20시간까지 인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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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 사업 안내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현황 및 소개

Part 3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현황 및 소개
・한국임업진흥원

・(사)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임업기술한마당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 종합연수원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경상대학교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
・충북대학교 산림과학교육센터

・순천대학교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
・(사)한국조경수협회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도농문화교류영농조합법인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주)랜드팜

・(사)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회
・(사)경남귀산촌학교
・㈜마을디자인

・한국산림경영협동조합
・협동조합 공감21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현황 및 소개
전문교육기관 전문교육과정 지정현황

권역

대상지역

지역

2020년 하반기 기준, 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은 전국 28개 기관으로 권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부권
12개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북부권

임업기술한마당

서울

한국임업진흥원
㈜마을디자인

12

협동조합 공감21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전라권

경상권
계

부산,
대구,
울산,
경상

경기 남양주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강원 춘천

(사)한국조경수협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강원 춘천
대전
대전
대전
대전

충북 청주

도농문화교류영농조합법인

충남 부여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
전남 산림자원연구소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순천대학교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

28

강원 강릉

충북대학교 산림과학교육센터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

4

경기 여수

(사)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회

(사)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5

경기 가평

경기 화성

(재)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7

서울

(주)랜드팜

산림조합중앙회 버섯연구센터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충청권

서울
경기 하남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서울

한국산림경영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경상권
4개소

16

비고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충청권
7개소

전라권
5개소

대상지역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사)경남귀산촌학교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경상대학교 임업기술교육센터

충남 금산
전북 진안
전북 전주
전남 나주
전남 광양
전남 순천
경북 청송
경남 창원
경남 양산
경남 진주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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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www.gfi.nfcf.or.kr)

산림청「전문교육기관
산림청
전문교육기관(28개소)
지정 및 운영」
소개 사업이란?

01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

기관 소개

기관 소개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산업 고부가가치 창출로 임업진흥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산림청으로부터「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신규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과정 공모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지역 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산양삼, 산나물 등 단기임산물 재배과정, CEO 교육과정, 산림텃밭정원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신설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임업 인사이트 포럼, 산촌 취업 교육, 임업인 온라인 SNS 마케팅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한국임업진흥원 교육신청 페이지(www.kofpi.or.kr/edu/edu.do)에서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임업재배기술·귀산촌 교육 전문 유튜브 채널 ‘청정임산물재배교실’을 개설하여,
재배기술, 토양관리, 임기계작동법, 유통마케팅 등 임업 멘토를 활용한 교육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한국임업진흥원은 영주 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 및 전국 5개 지역(영주, 평창, 남원, 부여, 파주) 현장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 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054-726-2532)
-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소백로 3840-1

・임업 기술 현장교육장(1600-3248)
- 영주 임업기술 현장교육장 :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485번지
- 평창 임업기술 현장교육장 : 강원도 평창군 한산동 모낼길41-15
- 남원 임업기술 현장교육장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530
- 부여 임업기술 현장교육장 :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21번지
- 파주 임업기술 현장교육장 : 경기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333번길 44-86

영주 산림텃밭정원
조성과정
18

임산물 재배 실습
교육

평창 임업기술
현장교육 실습

임업 인사이트
온라인 포럼

산림조합중앙회는 산주와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으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2년 창립되었습니다. 특히 산림조합은 전국 5개 교육센터를 통해 산주와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유림 경영지도, 산림자원조성, 산림경영기반 구축, 임산물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은 2015년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핵심 임업인 양성을 목표로 신설되어,
2017년 산림청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주와 임업인이 필요로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각종 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주, 임업인에
대한 교육 확대 및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는 산주·임업인 교육,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청송임산물대학
수탁교육, 임직원과정 등 교육 대상별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포스트
코로나에 맞추어 사이버교육 센터와 비대면 실시간 화상 교육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사이버교육 콘텐츠
증대,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을 매달 정규적으로 운영하여 집체교육이 어려운 교육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확대
해나갈 예정입니다. 교육관련 모집공고 및 신청은 임업인종합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054-624-1024)
-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주왕산로 698-35

한국임업진흥원
로고

임업인종합연수원
로고

임업인종합연수원
전경

유튜브 청정임산물
재배교실

산림측량교육 실습

산림 설계도면
작성

산주ㆍ임업인 산림 목재부산물을 활용한
일반이론
목공수업

무인기 활용 실습

산림경영계획 실습
(산림조사)

임업인종합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실시간 비대면
화상교육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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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fttc.nfcf.or.kr)

04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www.forestcenter.org)

기관 소개

산림조합중앙회는 산주와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으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2년 창립되었습니다. 특히 산림조합은 전국 5개 교육센터를 통해 산주와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유림 경영지도, 산림자원조성, 산림경영기반 구축, 임산물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은 1975년 한국·독일산림경영기구로 출발하여 선진임업기술국가인
독일의 임업기술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보급해 왔습니다. 1984년 한독기구양산사업소의 업무가 종료되고
산림조합중앙회로 기구가 이관되고, 1994년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으로 개칭되어 우리나라
산림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전문 기술자 및 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전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에서는 기능인영림단 교육, 임업후계자 양성 교육, 산림공학 교육과정,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기술교육 등 산림 사업을 위한 입목의 벌채, 반출, 조림 등 각종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055-382-7247)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삼등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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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개

산림조합중앙회는 산주와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으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2년 창립되었습니다. 특히 산림조합은 전국 5개 교육센터를 통해 산주와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유림 경영지도, 산림자원조성, 산림경영기반 구축, 임산물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은 산림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임업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임업
경영인·임업기능인에 대한 새로운 산림경영 지식보급과 선진 임업기술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업경영에 필요한 고가의 임업기계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에서는 산림경영자과정, 임업후계자양성과정, 임업후계자보수과정,
귀농귀촌(굴삭기‧지게차)과정, 임업종묘양성과정, 산벌(토봉)실무자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귀농귀산촌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교육신청은 ‘임업기계훈련원’
홈페이지(www.forestcenter.org)에서 확인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033-662-5442, 033-661-2926)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30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 로고

벌목 실습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 로고

귀농귀촌(굴삭기‧지게차)과정 굴삭기 주행 실습

숲가꾸기 작업 실습

산림 측정 실습

임업후계자양성과정 산채재배지 견학

임업종묘양성과정 종자파종 및 묘목식재 실습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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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fstc.nfcf.or.kr)

06 산림조합 산림버섯연구센터(www.fmrc.or.kr)

기관 소개

산림조합중앙회는 산주와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으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2년 창립되었습니다. 특히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유림 경영지도,
산림자원조성, 산림경영기반 구축, 임산물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업기능인훈련원은 산림조합중앙회 소속의 교육훈련기관으로 1994년 개원하여 임업기능인·산림조합 임직원·산주
및 임업인·초, 중, 고등학생·대학생·공무원·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관련 교육훈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지정 임업훈련기관,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임업후계자 교육기관, 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 전라북도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산림조합중앙회는 산주와 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으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2년 창립되었습니다. 특히 산림조합은 전국 5개 교육센터를 통해 산주와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유림 경영지도, 산림자원조성, 산림경영기반 구축, 임산물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는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된 특수임산사업연수로를
시초로, 1997년 경기도 여주 청사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버섯산업은 자유무역협정과
국제식물품종보호동맹 협약 체결로 자체적인 우수 품종 개발 없이 기존의 재배기술로는 시장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버섯연구센터는 우수한 표고종균과 톱밥배지를 공급하여 산림버섯 재배임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임업기능인훈련원에서는 기능인영림단 과정, 기계화영림단 과정,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임업기능인교육,
귀농·귀산촌(임업후계자) 양성 과정, 임업후계자 보수 교육 등 임업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과정, 숲가꾸기 패트롤 과정, 숲가꾸기 자원조사과정 등 대학생 현장실습 및 공무원 연수 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원목생산업 기본교육과정, 수목관리자 과정, 전북 임업인 전문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산림버섯연구센터에서는 표고버섯 재배기술(초급반, 전문가 양성교육 등), 목이버섯 재배기술교육,
버섯종균기능사 실기 과정 등 버섯 특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내 E-푸른교실을 운영하여 표고
원목 재배기술, 표고 톱밥 재배기술, 표고 특성 및 품종소개 동영상 강의, 온라인 시험테스트, 산림버섯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063-433-6885~6)
-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전진로 2685-6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031-881-0231)
- 경기도 여주시 농산로 62

교육장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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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기능인훈련원 로고

전경

임업기능인양성 과정

귀농·귀산촌
(임업후계자 양성) 과정

산림기사 실기대비과정
(산림조사실습)

DIY생활목공 과정

수목관리자 과정

숲가꾸기 패트롤 과정

교육장 주소, 연락처

산림버섯연구센터 로고

산림버섯연구센터 로고

산림버섯연구센터 전경

산림버섯연구센터 이론 교육

산림버섯연구센터 실외 교육

산림버섯연구센터 현장 교육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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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www.sansaram.or.kr)
기관 소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는 임업에 관한 기술보급과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산림경영 및 기술의 보급, 산림정책의 대 정부 건의, 국내외
임업정보교류 및 협회지의 발행과 관계도서 출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귀촌 희망자와 예비 산림경영인을 위하여 협회
회원들의 다양한 산림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촌과 산림경영 초기단계부터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현장교육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 임업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임업인
양성을 위한 올바른 마인드 확립으로 정부지원 정책 정보 및 임업소득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있으며
산림서비스의 일환으로 산림분야의 교육과정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08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www.sansan.or.kr)
기관 소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우리나라 임업발전을 위하여 산림 및 입업에 관한 경영·기술보급과 효율적인 산림
경영에 헌신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화합 및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교육 과정 소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선진사례를 활용하여 실내강의, 토론, 현장실습을 통해
임업작물 재배기술 교육과정, 산림복합경영 및 임업의 6차 산업화 과정 등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042-626-6969)
-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98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042-586-2986)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7 중부지방산림청 대전경영팀청사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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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로고

KT대전연수원 이론교육과정

여주목재유통센터 현장실습과정

임산물유통센터 현장견학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로고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기관사진

드론 교육과정

원목표고버섯 종균 실습 교육

조경수 교육 현장실습

교육 진행 사진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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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재)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www.forest21.or.kr)
기관 소개

(재)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산림과 임업분야의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임업
인들에게 올바른 산림경영 정보와 소득 창출 방안을 교육·홍보함으로써 임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재)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국내 최고의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및 산야초,산채,양묘,조경수
재배기술전문가과정 등의 단기교육과정을 현장체험과 사례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최고경영자과정 등으로 1,50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동문회 인적네트워크와
한국산림아카데미의 전문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지원, 1:1 자문컨설팅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재)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042-471-6693)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8,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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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상대학교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fotec.gnu.ac.kr)
기관 소개

경상대학교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는 임업소득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임업 종사자 및
산업체 대상으로 기술교육, 현장애로 기술 개발, 정보 제공, 네트워킹, 컨설팅 등의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남부 지역의 임업 발전 및 산림산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산림청의 지원 하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에는 산림청 제1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 귀산촌 임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산림산업 및 산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전문 교육 및 이론 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녹색산업 발전을 위한 허브로 도약할 것입니다.

교육 과정 소개

산주 및 임업인을 위해 산림경영을 통한 임업소득증대과정(산림복합경영, 임산물 가공, 조경수 특성화,
버섯재배기술), 초보귀산촌인을 위한 귀산촌의 전반적인 내용과 자금 및 정책에 대한 귀산촌교육 ‘산촌으로 가는
길’, 임업후계자 보수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용성 높은 임야선택, 가공실습, 친환경재배기술등 균형감 있는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완성도 높은 교육 실현 및 전문 임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경상대학교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055-772-1818, 1835)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451동 107호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로고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산채재배기술전문가과정

양묘,조경수재배기술전문과정

경상대학교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 로고

임업소득증대과정 현장실습

임업소득증대과정 현장실습

재배 현장 견학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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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충북대학교 산림사업전문교육기관(www.cbfsec.org)
기관 소개

충북대학교 산림산업전문교육기관은 중부지역 임업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임업인 기술교육을
통하여, 임업소득증대와 산림경영능력을 향상시켜 개인, 지역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임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충북대학교 산림산업전문교육기관에서는 산주, 임업종사자, 임업후계자 및 귀산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업
전문교육을 통해 산림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중부지역
임업관련 종사자들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임업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충북대학교 산림사업전문교육기관(043-261-3448)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S21-5동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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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순천대학교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www.forec.org)
기관 소개

순천대학교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는 산주 관련 능력배양 교육, 기술개발, 산림경영컨설팅 등 밀착지원을 통해 우수
산주를 양성함으로써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와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업기술교육센터는 특화된
산림분야 전문기술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화된 산림인력을 양성하고 산림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순천대학교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에서는 임업인, 귀산촌 희망자, 임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림자원 조성 및 묘목 생산 등 산림 생산물을 판매·유통하고 나아가 산림을 복합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고 임업후계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순천대학교 산림사업전문교육기관(010-8735-7202)
-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E3 411

충북대학교 산림사업전문교육기관 로고

산림복합경영단지 견학

순천대학교 임업기술전문교육센터 로고

이론교육

산양삼 재배지 실습

임업기계훈련원 기계톱 안전교육

임산물 와인 만들기 실습

산림과학원 견학

숲 이해하기

임산물을 이용한 염색 실습

접목 및 삽목 실습

임업인 비젼 및 산림정책포럼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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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한국조경수협회(www.klta.or.kr)

14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forsci.kangwon.ac.kr)

기관 소개

(사)한국조경수협회는 1967년 회원의 협동적 자치정신을 구현하여 조경수 생산 및 조경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조경수생산 및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도 보급, 조경수의
생산성 향상, 조경수 생산에 필요한 자금 알선, 조경수 국내외 시장개척과 수출입 알선사업, 국가공인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검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한국조경수협회에서는 조경수 생산농가와 조경수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경수목 생산 관리 이론
및 선진 임가 방문 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조경수 신기술 보급 및 전문조경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는 강원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림과학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75년 설립되어 산림과학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교육 및 연구지원 사업, 1,000만평 규모의 학술림 대상 현장
임업연구 및 실습, 학술림 연구지 발간 등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삼림의 육성과 보호에 관한 제반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삼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를
시도하고, 임산물의 기초 및 응용연구로 목재가공 및 종이제품의 제조공정 개선과 제품의 품질향상, 그리고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삼림 및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사)한국조경수협회(042-822-5793)
-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84, 레자이 3차 오피스텔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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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개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033-250-8329)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1길 산림대 1호관 119호

(사)한국조경수협회 로고

조경수 재배 이론 교육

조경수 재배 실습 교육

조경수 재배 견학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로고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전경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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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www.forestmanager.or.kr)
기관 소개

(사)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는 임산물 생산자의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생산
기술의 과학화와 경영의 합리와, 유통의 선진화 및 임산물 생산자의 권익 신장과 21세기 임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해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친목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 과정 소개

(사)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에서는 ‘임업소득증대과정’을 통해 고부가 임산물의 재배기술 및 유통 활성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산업경영 경쟁력 강화 및 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사)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02-988-3891)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97 (미아동, 미래안경점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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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www.nongsa.or.kr)
기관 소개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어려움에 처한 한국농업을 능동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 강원대학교와 강원도는
미래 한국 농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1994년 강원대학교 부설 농촌사회교육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교육원은 현장중심의 산교육과 새로운 농업관련 전문 지식을 비롯하여 폭넓은 사회지식의
보급을 위해 전국에서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하여 강의와 현장실습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농업최고경영인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은 농촌발전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전문농업경영인 양성과 농촌지역발전의
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저명인사로 구성된 강사진을 비롯하여 국내 및 해외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대적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학습효과를 최대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033-250-7187~8)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1길 친환경농업연구센터 305호 행정실

(사)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로고

임업 현장 교육

임업소득증대 현장 교육

교육 수료 단체사진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로고

강원대학교 학술림 현장 실습

양구 양봉장 현장 실습

농‧임‧축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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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업기술한마당

18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www.af.ac.kr)

기관 소개

임업기술한마당은 귀농·귀산촌 및 임업소득증진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개발·수행과 더불어 산림경영,
귀산촌, 단기소득품목 입지선정·재배기술, 산지이용에 대한 상담, 임업조사 및 연구용역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수도권의 예비 귀농·귀산촌 희망 도시민, 산주 및 부재산주를 대상으로 임업산촌전문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귀산촌·전문 임업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산촌 활성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통하여 귀산촌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임업기술한마당(02-6241-6100)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26, 서초오피스텔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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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은 신기술에 기반을 둔 벤처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벤처농업인을 육성·배출한 경험을 교육에 접목하여 연구비의 중앙 관리와 특허기술의 이전 및 농업인의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농림업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 농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산림복합경영 교육과정,
첨단품목대학(버섯), 현장실습교육, 첨단기술공동실습장 활용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063-238-9747)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515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

임업기술한마당 로고

산마늘 재배 현장교육실습

한국농수산대학 산학협력단 로고

남원 현장견학 체험

산양삼 재배 현장교육실습

산촌학교(수도권) 생태산촌마을 체험

수목번식기술 실습

수목번식기술 실습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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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jnforest.jeonnam.go.kr)
기관 소개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전라남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세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산림자원과
임업시험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 창출, 산림문화·복지서비스 제공 및 임업인
전문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예비 귀산촌인, 전문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컨설팅 운영과 창업지원 등을 통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교육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교육, 특용수 재배교육, 귀산촌 아카데미,
목공예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061-338-4253)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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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uf.snu.ac.kr)
기관 소개

서울대학교 학술림은 산림과학 및 생태에 관한 시험연구, 학생 실습과 연구결과 보급 등 학술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13년 수원농림전문학교 시절 개설되어 현재에는 칠보산학술림, 태화산학술림,
남부학술림 등 3개의 지방학술림과 총괄부서인 본부학술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남부학술림은
그간 축적된 학술성과와 교육운영 경험의 사회환원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사업탐색 ~ 초기경영 단계에 있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운영을 위한 정책, 부동산, 사업설계 등
기초지식을 비롯, 주요 작물의 재배기술 및 유통·판매 전 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 작물의 재배이론과
사업운영방법을 교육하여 소득작물 선택 방향성을 제공하고, 우수 임가 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교육생들의
소득증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061-762-2808)
-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백계로 59-45 서울대학교 산림교육연구센터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로고

귀산촌 아카데미 수료식

교육 현장 견학

재배 실습 교육

서울대학교 로고

단기임산물 소득증대과정 강의

다래, 돌배 임가 현장교육

산양삼 임가 현장교육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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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농문화교류영농조합법인

22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FNP인력개발원(kcca.or.kr)

기관 소개

2019년 산림청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임업, 임산물 관련 교육훈련, 기술지도, 컨설팅 등 임업인을
양성하고 임업발전에 기여하는 영농조합입니다.

교육 과정 소개

임업을 시작하는 초보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산림경영 기초교육’부터 전문임업인이 되고자 하는
임업인에게 산림융복합 경영교육과 현장실습 등 맞춤형/체험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희망 임업인에게 창업준비과정, 아이템 선정 방법, 법인 설립과 회계/세무 등 산림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도농문화교류영농조합법인(041-834-7363)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지천로 549

기관 소개

FNP인력개발원(Forest & Paper HRD acardemy,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은 2014년부터
임산물생산·가공분야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기관, 학습모듈 개발기관으로서 임산물생산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서울귀산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학연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강사 및 강원대학교, 장안대학교,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동국대학교 학술림 등과
MOU를 체결하여 교육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예비)귀산인을 위한 임산물생산·가공관련 이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MOU를 체결한 현장학습장(홍천,
과천 등)을 활용하여 현장학습(산지개발 등) 중심의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귀산정착을 위한 실무능력향상을
지원합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최초, 유일의 귀산학교로 수도권 소재 도시민들이 직접 산을 가꾸고 경영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과천현장학습장에서 현장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강생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동문등산모임, 명사초청 강연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서울귀산학교(FNP인력개발원) (02-3474-7124~8)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37, 301호 (한신리빙타워)

도농문화교류영농조합법인 로고

산림융복합 이론 교육
38

교육센터 전경

임산물 재배 실습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FNP인력개발원 로고

2019년 산양삼농원 현장학습

2020년 산지개발 현장학습

2020년 우면산 동문등산모임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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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랜드팜(mushroomschool.kr)

24 (사)한국산지환경연구회(www.ksfer.or.kr)

기관 소개

㈜랜드팜은 다년간의 버섯재배와 연구를 통해 터득한 버섯재배이론과 현장경험, 최신의 버섯재배기술을
공유하고 있으며, 버섯재배 임업인 및 버섯재배를 희망하는 청년창업농, 귀산촌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업소득분야 교육프로그램인 산림버섯재배기술교육(표고, 목이, 꽃송이, 복령,
송이, 능이, 싸리, 석이등)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산지환경연구회는 산림청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임업분야에 관련된 각종 조사,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산림정책 수립에 필요한 산림자원통계생산 및 산림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마늘, 더덕, 눈개승마, 곰취 등 단기임산물의 재배이론과 재배적지 선정, 재배기술 등의 컨설팅과
임산물 교육을 재배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산물 생산성 향상과 임업인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교육 과정 소개

교육장 주소, 연락처

교육장 주소, 연락처

산림버섯의 이해, 산림버섯재배기술(표고, 목이, 꽃송이, 복령 등), 산림소득 지원정책의 이해, 산림버섯 수확후
배지를 활용한 약용작물재배, 산림버섯 상품화 및 가공, 성공사례 견학 및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실전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버섯재배 임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산림버섯재배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랜드팜(031-352-6631)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은동1길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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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개

(사)한국산지환경연구회에서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배이론과 지역별 성공적 재배단지의 현장실습 교육을
수행하며, 임산물 재배·유통·마케팅의 전과정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수료 후, 각
지역 재배자 간 커뮤니티 형성을 장려하여 선진 재배기술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한국산지환경연구회(031-572-1678)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42 한국산지환경연구회

(주)랜드팜 로고

버섯 재배 실습 교육

(사)한국산지환경연구회 로고

임산물 재배 이론 교육

임업 현장 견학

버섯 재배 현장 전경

산마늘 재배지 견학

눈개승마 재배 실습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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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경남귀산촌학교

26 ㈜마을디자인 평생교육원(www.villd.com)

기관 소개

경남 지역의 귀산촌인 정착 지원, 귀산촌 희망자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귀산촌인의 창업 및
임산물 가공·유통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20년도 산림청 전문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도심 주변의 학교림을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마늘, 표고버섯 등 임간식물을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소비하는 체험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산림활용도를 높여 산림을 자원화하고 치유 및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귀산촌, 나무꾼과 선녀 초선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마을디자인 평생교육원은 최소 공동체인 마을·농장의 경제적·생태적·문화적 지속가능성을 디자인하여 도시와
농촌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농촌에서의 삶의 질 향상, 도시의 다양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020년도 산림청 전문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마을디자인 평생교육원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 기후변화,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림경영농장에 대한
소비자 트렌드가 변화함에 초점을 맞춰, 이에 따른 경영전략과 공간전략 수립을 위한 귀산촌 산림경영
농장디자인 과정을 운영합니다. 산림경영 캔버스와 산림경영 마스터플랜을 작성 실습을 통해 자신감을
함양하고, 농장디자인 동문회 워크숍과 학습모임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사)경남귀산촌학교(055-274-7755)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38 대우상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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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개

㈜마을디자인(1544-5164)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48 204호

귀산촌 2기 수료식

임간식물재배 교육

㈜마을디자인 평생교육원 로고

대면강의 1:1 설계 코칭

익수경옥고 체험학습

야생화 현장학습

비대면 산림농장 설계

설계 결과물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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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한국산림경영협동조합

28 사회적협동조합 공감21(www.gp8597.com)

기관 소개

한국산림경영협동조합은 2013년 산림작물 생산, 시공, 유통관련 기술관련 자문, 컨설팅 교육사업 및
귀산·귀촌인,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및 임업생산자 단체 대상 전문 임업교육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19, 2020년도 농림부 교육기관 지정, 2020년도 산림청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임업후계자, 전문 임업인 CEO 교육, 단기소득 임산물 교육, 조경수 및 야생화 품종 생산·시공·유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화된 산림분야 (법인)경영(1,000여 법인) 및 멘토-멘티 시스템을
공유하여, 실무적인 경영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한국산림경영협동조합(02-442-2777)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1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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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개

사회적협동조합 공감21은 귀산촌인에게 필요한 교육,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 추구, 도농
교류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농촌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풍요로운 농촌의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 2016년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2020년도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2020년 평생교육원으로 지정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 소개

전체 지역의 82%가 산림으로 둘러싸인 가평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목이버섯, 표고버섯 재배 등
임업·산림사업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귀산촌인 및 산림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귀산촌 인지도 확산, 산림산업 정책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주소, 연락처

사회적협동조합 공감21(031-585-8597)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버들숲로 8번길 34-78

한국산림경영협동조합 로고

산림 작물 실습 현장체험(견학)

사회적협동조합 공감21 로고

학교전경

산림작물 유통과정 이론교육

정부 정책 자금 이론과정

야외 실습장 체험

목이버섯 재배 체험장
산림청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국고보조 교육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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