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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보고서는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농림축산
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단
순히 우리나라의 정책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 대상국의 전문가가 함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
색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사업의 결과물을 향후 개발협력을 위한 사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대상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에 캄보디아, 라오스,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한 뒤 2014년에는
베트남, 우간다, 2015년에는 르완다, 미얀마, 파라과이, 필리핀을 대상으
로, 올 해 대상국은 모잠비크, 몽골, 인도네시아이었다. KAPEX 사업이
4년차에 접어들면서 2,3년차 대상국가 담당자들을 다시 초청하여 사업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는 등 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도
노력하였다. 또한 APEC 워크숍과 연계하여 KAPEX 국내워크숍을 추진
하여,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농정경험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협력
가능성이 있는 APEC 국가에 KAPEX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였다.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국내 산-학-관-연 교류 확대의 일환으로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을 조직하고 네 번에 걸쳐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질서가 만들어졌으
며, 식량안보와 농촌개발은 여전히 핵심적인 협력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이 사업이 개도국의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 제시하는데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 사업의 진행과정에 도움을 주
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2016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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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tiry, 이하 KAPEX) 사업’은 대상국의 수요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농정경험 및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도
국 스스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목
적을 두고 있다.
KAPEX 사업은 크게 국가별 사업, 농정성과 확산 장기연수, 국제농업파
트너십 포럼 및 국제농업개발협력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되며 국별 사
업의 경우, 공동연구/조사, 농정성과 확산 연수, 정책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공동연구/조사는 협력대상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된 주제의 현황, 문제
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대상국의 공동조사팀과 한국 전문가가 공동연구
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정성과 확산 연수는 강의, 현장견학, 토론 등
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고위
급 공무원 및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초청연수와 실무급 공무원
및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지연수를 실시하였다. 정책 워크숍은 국
내와 현지에서 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공동조사 및 연수 결과와 국내외 개
발협력사업 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하였다.
농정성과 확산 장기연수를 통하여 협력 대상국별 실무담당자 3인을 대상
으로 하는 사업으로 6개월 간 강의 및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연수자들이 각
주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은 농업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학·연의 파트너십
강화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 활용이 주된 목적이다. 2016년 총 4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각각 ‘신 기후체제 하에서의 농업 ODA의 역할과 추
진전략의 방향’, ‘SDGs 이행을 위한 기아·식량안보 대책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 농업개발협력의 방향’, ‘국제농업개발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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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도입’,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업·농촌 부문 전략에의 함의’
를 주제로 하였다.
2017년도 KAPEX 사업 협력대상국으로 네팔,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2015년 말 수요조사 결과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하였
으며, 올 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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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1. 필요성
◦ 우리 정부는 2009년 7월 라퀼라 선언1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
량안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
로 식량안보와 관련된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투자부진과 곡물가격 급등
(2008년)으로 식량안보에 취약한 국가들의 빈곤 퇴치에 기여하고자 함.
- 특히,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 빈곤 퇴치를 위하여 식량안보에 대한 포
괄적 접근과 국제적 공조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등 국제적 공감대 형
성 및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자 함.
◦ 국제적으로 식량안보의 의제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생산성 향상, 농촌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농업·농촌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포
1 '09.7월 G8 정상회의에 참석한 27개 국가 및 15개 국제기구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해 3년간 2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선언으로, 정식 명칭은 ‘식량안보에 대한 라퀼
라 합동 선언(AFSI)'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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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전반의 성장 촉진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하고 있음.
-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으로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 식량안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은 농업 생산성 증대 및 관리시설강
화 등 농업 전 부문에 대한 가치사슬(value chain)적 접근을 포함하여
환경, 자원(물적·인적자원),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지원으로 해석되
어야 함.

본 사업의 식량안보를 위한 라퀼라 공동선언 연계 부분 발췌

2. ··· 식량안보, 영양공급, 지속가능 농업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방법을 통해 ··· 해결하여야 한다.
3. ··· 이를 위해 취약국가 및 지역이 스스로 식량안보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하
도록 도우며 ···
4. ··· 식량안보 의제는 ··· 농업과 농촌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9. ··· 파트너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노력으로 함께 세계 극빈 지역을 우
선적으로 효과적인 식량안보 전략을 설계하고 이행할 수 있다.
12.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세계적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필요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결의를 다진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년간
의 재원약속 등을 통하여 농업과 식량안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
해 노력할 것이다.

◦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최근까지 대부분의 저개발국은 농업과 식량안보에 대한 투자가 미흡
하고 그로 인한 영향과 경기침체가 빈곤을 심화시켜 경제성장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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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따라서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국가, 지
역, 세계 차원에서 공조 노력이 요구됨.
- 1970년대에 국제미작연구소(IRRI)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식량자급을
달성한 한국의 경우를 볼 때, 식량안보는 국가차원의 투자의지와 정
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식량안보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협력대
상국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를 통한 역량강화가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국제 공조강화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체계 구축 필요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및 국제 농산물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변동,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요소에 대한 모니
터링과 분석이 필요함. 따라서 협력대상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연구를 확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대상국
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개선체계를 구축할 필
요가 있음.
◦ 더불어 새천년개발목표(MDGs)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에서도 식량안보 및 농업·농촌개발을 통한 빈곤퇴치는 최우선
과제임.
- SDGs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는 빈곤퇴치와 기아해소이며, 저개발
국 빈곤인구의 4분의 3은 농촌에 거주, 농업 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효
과는 타부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에 농업·농촌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저개발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우리의 농정경험과 기술 등 성과를 집
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직접적인 물자지원 이외에도 정책담당자 스스로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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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전문가 파견, 조사연구, 연수 등을 통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TC)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
* 1980년대까지 선진국 우수사례에 대한 단기연수 위주에서 ’96년
OECD “지식기반경제” 보고서를 통해 개발경험과 기술, 지식 등의
지원이 직접적인 물자지원에 의한 원조보다 중요도가 높아짐.
- 따라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농정 경험
을 축적,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효과적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활용할 필요

1.2. 목적
◦ 본 사업의 목적은 기술/정보/훈련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홍
보위주의 일회성 교육과 일방적인 경험전수를 지양하며, 특정 세부분야
에 전문성 있는 양국간 공동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고 ‘쌍방향 연구교류
및 정보공유’를 통해 개도국의 식량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
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농업부문 협력대상국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를 통한 공조 강화 및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식량안보, 빈곤탈피를 위하여 개도국 스스로 농정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의 강화를 지원
- 저개발국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나라의 농림업 분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협력 사업의 조사 및 발굴

1.3. 사업 명칭
◦ 국문: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확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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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 for Food Security”
(약칭 KAPEX)

1.4. 기대효과
◦ 협력대상국이 자력으로 농업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발굴
하고 스스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협력대상국의 농업·농촌부문 개발수요에 우리나라의 협력가능 분야를
적절하게 대응시킬 수 있는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공동 발굴

2. 사업 내용 및 구성

2.1. 기본 방향
◦ 협력대상국 농업·농촌부문 개발수요 및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사업 주제의 선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
- 협력대상국은 자국의 농업·농촌부문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발협력분야의 주제를 후보로 제시하여 협의. 주제선정을
위한 협력대상국의 경제 및 농업 현황과 문제점, 정책과제에 대한 자
료수집과 기초연구를 수행
- 우리측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주제(‘한국형 ODA 모델’에
서의 농림업 협력 프로그램, 국가협력전략 등)를 제시하여 협의
- 우리나라의 농정 경험과 대상국 농림업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대상국으로의 성과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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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선정하여 추진
◦ 협력대상국 개발협력수요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주제 선정과 사업내용의
현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전문가 활용 권장
- 현지 개발협력 프로그램 운영시 현장파견 한국 전문가와 국제기구 전
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객관성 및 내실화 도모
◦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 중심의 국내워크숍을 개최를 통해 사업의
결과물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ODA) 프로젝트로 연계
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을 통해 유관기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함.
- 국제농업개발협력 정보시스템,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글로벌 인재양
성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제농업협력의 질적 발전에 기여

2.2. 세부 사업 구성
◦ 발전 잠재역량 공동연구/조사
- 협력대상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협력분야 혹은 주제의 현황, 문
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공동연구/조사 수행
- 관련기관으로부터의 개발수요에 대한 파악
- 핵심 분야에 대한 기초통계 수집과 필요시 이해관계자 인터뷰, 우리
측 전문가 파견 및 현지 공동조사를 통한 연구수행
◦ 농정 성과확산 연수
- 해당분야 정책담당자, 전문가 대상
- 정책수립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 분야별 우리나라 농정성과 교육,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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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견학 및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및 공유 등으로 구성
- 국내연수, 현지연수로 나누어 총 10일 내외로 시행
◦ 정책협의 워크숍
- 대상국 내 이해당사자, 국내 전문가의 참여(대상국 및 국내 각 1회 개최)
-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사례 소개, 잠재역량 공동조사 및 초청연
수 결과 발표, 대상국 내 국제농업협력기관의 대표 협력사례 소개(라
운드 테이블 형식)
- 농림분야 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차년도 개발협력 사업 발굴 등에
활용
◦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장기연수 프로그램)
- 대상국 농업, 농촌 개발 분야 공무원의 정책수립 역량제고
- 해당국 개별 실무담당 공무원 3인을 대상으로 장기연수 진행 (6개월)
- 한국의 농업, 농촌 정책 및 발전 사례와 관련된 강의, 현장학습 실시
- 연수생의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 국제농업개발협력 정보시스템 구축 및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운영
- 해외 국제개발협력 관련 인적 DB를 포함한 온라인 정보공유시스템
을 구축하여 국제농업개발 및 해외농업 관련 정보를 공유
-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을 구성하여 농림업 분야 민관 파트너십 강화
- 온·오프라인 포럼을 통해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고 전문가 풀을 이용
하여 사업의 질적 제고에 기여
◦ KAPEX 사후관리
- KAPEX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체계 마련
- 완료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제공
- 성과 공유 및 지속적 교류를 통한 기존 네트워킹의 강화
- 장기적으로 성과 분석 및 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KAPEX 사업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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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제안서에 대한 전문가 심층 분석을 통해 사업 채택율 제고에
기여

2.3. 국제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 수행
◦ 농경연 자체 기본과제를 통한 「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수행 및 영문 번역
- 협력대상국 수요와 우리의 비교우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국가협력
전략(CPS)에서의 중점협력 방향과 분야 등을 분석 하여 콘텐츠 개발
우선순위 설정
-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농촌종합개발, 농업생산기
반,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산물 가공 분야 선정하여 각 분야별 국·
영문 보고서 작성
◦ 프로그램의 체계적 정리와 지속적 보완을 통한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의
매뉴얼로 활용
- 협력대상국 농림업 분야 사업 발굴, 세부사업 선정, 사업 수행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국내외 연수시 교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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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1. 국가별 사업

1.1. 모잠비크
1.1.1. 사업 주제
◦ 모잠비크 소농을 위한 농업기술지도체계 개선
1.1.2. 정책협의
□ 주요내용
1) 목적
◦ 농정성과 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국 협력부처 관계자와의
정책 협의를 통한 사업 설명 및 향후 추진 방식, 일정, 추진단 구성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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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분야 선정을 위한 수요 파악을 통해 공동조사, 국내 초청연수, 정책
협의 워크숍 개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등의 방식 및 일정 논의
◦ 모잠비크 담당자들의 면담을 통한 프로그램 정책협의서 수정 보완 및 사
인을 통한 계약 체결
◦ 장기연수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소개 및 질의응답, 필요시 장기연수 지
원자들의 인터뷰를 통한 자격 검증 및 프로그램 이해
2) 기간 : 2016. 1. 31.~2016. 2. 5.
3) 대상기관 : 모잠비크 농식품부(Ministry of Agriculrue and Food Security)
4) 세부 내용 및 일정
◦ ‘16년 농식품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원에서 추진하게 된
농정성과 확산사업 대상국인 모잠비크(농식품부, Ministry of Agriculrue
and Food Security)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세부 분야 선정을 위한 협의
◦ 세부분야 선정에 따른 공동조사 연구진 구축 방안 및 일정 협의
◦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추진단 구성에 대한 협의와 초청연
수, 장기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수립 및 방식과 일정에 대한 협의
◦ 국제개발협력 주관 부처, 대사관,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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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공동조사
□ 주요내용
1) 주제: 모잠비크 농업기술보급 시스템 발전 방안
2) 기간 : 2016. 4 1.~ 9. 30
3) 1차 공동조사 : 2016. 5. 8~ 13.
◦ 모잠비크 농업기술보급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공동조사 연구팀의 업무
협의 및 추진 방식, 일정 등을 논의
◦ 공동조사 및 자체연구를 위한 농업기술보급 정책자료, 모잠비크 현황 및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자료 확보 및 논의
◦ 모잠비크 농업기술보급센터의 현장 방문을 통한 시스템 및 운영 능력 파
악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점 도출
[부록 1] 모잠비크 1차 공동조사 출장 결과보고 참조
4) 2차 공동조사 : 2016년 8월 중 예정
[부록 2] 모잠비크 2차 공동조사 출장 결과보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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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초청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한국의 농업기술지도보급체계의 정책적·실질적 경험을 바탕으로 모잠비
크의 농정성과를 공유하고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연수 시
행
◦ 내년에 수립될 모잠비크 제3차 농업기술지도 마스터플랜을 위하여 강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한 현지 시스템 개발의 영감을 주고자 함.
◦ 모잠비크 현지에 맞는 농업기술지도의 지방보급을 위한 방법 등을 국내
성공사례 및 전문가를 통하여 전수하고자 함.
2) 일시 : 2016. 5. 29 ~ 6. 4 (총 7일, 국내 입·출국일 기준)
3) 방문기관
◦ 경기도 농업기술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대학, 농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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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석자

표 2-1. 모잠비크 초청연수 참가자
이름

기관

직급

1

Afonso Afonso Nair

모잠비크 농업기술지도국

대표 - 과장

2

Manuel Luis Senete

모잠비크 경제활동국

지도 관리자

모잠비크 농업기술지도국

KAPEX 담당자

3

Sergio Estevao Mugadui
Mabasso

4

Elias Arao Mula

마푸토시 농림식품안전부

지역 부장

5

Crimildo Joaquim

이냠바네시 농림식품안전부

지역부장

모잠비크 농업연구소

공동연구 책임자

6

Carlos Barnabe
Zandamela

7

Eulalia Macome

기획 및 국제협력부

농지정책과장

8

Sifa Ismail Assane

농업발전 기금부

책임 관리자

9

Damiao Pitala

테테시 경제활동지역국

지도 관리자

초크위시 경제활동지역국

지도 관리자

10

Maria Ester Onesmo
Fern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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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정

표 2-2. 모잠비크 초청연수 일정
날짜/시간

세부 일정

5월 29일(일) 인천공항 입국(15:35)
5월 30일(월) 입교식 / 오리엔테이션 / 강의
10:00-10:30

기관소개 및 KAPEX 소개 입교식(환영사, 답사 및 소개), 사진 촬영

10:30~11:00

오리엔테이션 (초청연수 소개 및 action plan 설명)

11:00-11:30

액션 플랜 팀 구성 및 질의응답

11:30-12:00

현업 적용을 위한 서약서 작성

12:00-13:00

환영 오찬

13:30-15:30
16:00-18:00

[강의 1] 마상진 박사(농경연)
“Agricultural Workforce Development In Korea“
[강의 2] 송용섭 박사(농진청)
“Status and Contents of Korean Extension Center”

5월 31일(화) 강의 및 현장견학
[강의 3] 유승오 과장 (농진청)
10:00-13:00

“Agricultural

R&D,

Extension

Cooperation of RDA”
13:00-14:00

점심

14:00-15:00

이동 (호텔 → 경기도 화성)

15:00-17:00

[현장견학 1] 경기도 농업기술원

17:00-18:30

이동(농업기술원 → 호텔)

18:30-20:00

저녁

6월 1일(수)

현장견학

and

Glob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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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

세부 일정

9:00-13:00

이동(호텔 → 정읍)

13:00-14:00

점심

14:30-16:00

[현장견학 2] 정읍농업기술센터 방문

16:00-17:00

이동(정읍 → 전주 호텔) 및 체크인

6월 2일(목)

현장견학

8:30-9:00

이동(호텔 → 한국농수산대학교)

9:00-10:00

[현장견학 3] 한국농수산대학교

10:00-12:00

[강의 4] 서규선 교수
“Agricultural Extension and Rural Development”

12:00-13:00

중식 및 이동

13:00~16:00

[현장견학 4] 농진청

16:00-20:00

이동(전주 → 시청 호텔) 및 체크인

6월 3일(금)

Action Plan 수립 및 수료식

10:00~12:00

Action Plan 수립

12:00~13:00

환송오찬

13:00-14:00

Action Plan 발표

14:00-14:30

수료식 및 기념촬영

14:30-15:00

연수 종합평가

15:00-15:30

대표그룹 인터뷰

6월 4일(토)

출국(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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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결과
1) 교과목별 연수 내용
표 2-3. 모잠비크 초청연수 강의 내용
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한국의 농업인력 발전
Agricultural



Workforce
Development In Korea
(마상진)









농업기술지도 현황 및
내용
Status and Contents
of Extension System




선진국의 농업인력은 전체인구의 3%수준인데 반
해 한국의 농업인력은 2010년 6.3% 였음. 선진국과
비교해 그 추세를 늦추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한국
의 농업인력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있음.
한국의 정규교육 시스템 및 농촌지도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및 직업코스를 밟는 농업교육에 관한 전
반적인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설명함.
한국의 농업 정책 수립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하고
있으며 정책수행은 2008년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
육문화정보원(EPIS)에서 수행하고 있음. EPIS는
2007년 미국과 FTA협정을 맺으며 그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하여 설립되어짐.
EPIS는 도시민들에게도 어떻게 식품이 생산되고
판매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가치사슬을 교육하기
도 하고 귀농지원 프로그램, 농업학교를 위한 특
수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한국의 영농 지원 정책에 관한 시대적 배경을 설
명하고 질의응답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실제로 모
잠비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고민함
한국의 농업인력정책 프로그램은 오래 지속되었는
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좀 더 정교해질 수 있으며
시스템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모잠비크의 농입인력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한가
지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임.
한국의 농업 정책은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을 세우기 때문에 농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한국의 10대 주요 작물에 대한 설명 및 기본 농업
현황 제시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70년대 농가소득증
대계획, 1980년대 자급자족을 위한 그린혁명 등의
시대적으로 정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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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송용섭)


농진청의 농촌지도교육



및 국제기술 협력
Extension



한국의 쌀 자급률을 100% 도달할 수 있었던 정책
적 설명, 통일벼 연구 개발 등의 내용을 강의
한국은 1모작 국가로 겨울동안에는 필리핀에서 종
묘 연구 개발을 진행하였음. 1972년 통일벼를 개발
하고 1977년에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세계적인 기
록을 세웠음.
현재의 기능성 쌀의 개발도 진행되어 다이어트쌀,
이스트가 포함된 쌀 등의 다양한 쌀이 있음.
한국의 농촌진흥청의 조직도 및 부서의 업무 특성
을 바탕으로 한국의 농업 기술을 소개함.
현재는 인간의 고막 및 인공 뼈를 실크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농진청에는 4개의 R&D 조직이 존재하고 농업의
연구 개발을 중요성을 역설함.
과거 한국은 새로운 기술들이 현장에 파급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현재는 보급과가 따로 존재하며
한국의 담당자들의 활동을 시청각 자료로 설명함.
농촌지도의 핵심서비스는 현장에서 직접 지도 사
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
농촌지도에 관한 한국의 국가예산 시스템 및 지방
정부의 역할 등을 설명함.

1953년 한국의 GDP는 USD57 이었으며 이는 모잠
비크에게 성공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어려웠던 시절의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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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and Global
Technology
Cooperation of RDA




(유승오)







를 통해 당시에 이용된 농기계 및 농업기술을 설
명하고 현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해하기 쉽
게 설명함.
한국의 농업 현황을 그래프로 제시하고 한국의 과
거와 현재의 농업 현황을 비교 분석함.
농진청의 업무 특성 설명과 농촌지도에 집중한 부
서를 중심으로 업무 설명을 더함. 한국의 시, 군
단위의 농촌지도 센터의 현황 및 업무를 제공함으
로써 연수생들의 이해를 도움.
시각적 자료들로 1960년부터 농업기술 교육에 관
한 교본과 현장에서의 농촌지도사 모습을 현실감
높게 설명함.
농기계·농업기술 등의 모습을 시대별로 사진 자료
를 통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함께 진행 함.
한국 농촌의 노령화로 국가에서 공동방재를 통하
여 쌀 생산량 확보를 하고 있으며 농약의 모든 비
용은 지방정부에서 지원함.
한국의 환금작물, 농촌특화사업 등의 다양한 정책
을 간략히 설명함.
농촌교육을 위한 농업인 대학은 농업인들을 대상
으로 1주일 저녁을 활용하여 6개월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의 관한 연수생들의 관심이
높았음.
농진청에서는 카파치, 아파치, 코파치 등의 대륙별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네갈에는 3년 동안 10
억 원의 농촌지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향후 모잠비크와의 협력을 기대하며 관련하여 논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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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농업기술지도와



농촌개발
Agricultural Extension
and Rural
Development




(서규선)



농촌지도교육에 대한 어원적 설명 및 특성
최초의 농촌지도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미국에서는 실용적인 지식을 현장에 전달하기 위
하여 자전거를 통해 보급에 힘썼음.
원론적인 농촌지도를 통한 연수생들의 이해를 위
한 강의
한국은 미국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
으며 1957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지도법을 도
입하게 됨.
1962년 한국의 농촌진흥청이 설립되고 과거와 현
재의 조직도 비교와 업무의 특성을 설명함.
현재 외국에서 진행하거나 농촌지역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도 사업의 시청각 자료를 통
해 설명함.
한국 농수산대학교의 시스템 설명 및 커리큘럼 제
시 등
한농대의 장학제도, 농기계 수리 기술 등의 전반
적인 수업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직접 현장 견학
을 동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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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학습 내용
표 2-4. 모잠비크 초청연수 현장학습
방문지

내 용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신품종개발, 생산기술 보급,
고품질 원예작물 개발 및 보급, 첨단재배기술 재배
등의 기술 등을 설명함.
경기도 농업기술원 과학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다
양한 종묘 개발과 식량자급에 도달할 수 있었던
특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함.
과거에 이용하였던 농기계를 전시하여 현대의 농
기계와 비교할 수 있었음.
에코시티를 위한 정원을 방문하고 시험재배하고
있는 원예 등을 둘러봄.

경기도 농업기술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및 자원개발과장이 동행하여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소개 및 특성을 설명함.
신기술 장비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설명함.
농기계 임대 사업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함.
농기계는 소농을 위한 작은 크기의 기계를 단기간
임대하고 농민들은 안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조직배양실을 방문하고 종자 개발, 접목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둘러봄.
온실 및 하우스를 방문하여 아열대 실증재배 온실,
자연화전시 온실, 아열대 과수 및 채소 하우스 등
을 둘러보고 질의응답을 진행함.

21

방문지

내 용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수산대학교 강의실 및 실험실 등을 방문함
양액재배, 버섯 재배장, 양액 배양실, 유리 온실,
수산어장 등의 학습 시설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직
접 교육받는 학생들을 만남.
농기계의 직접 수리를 위한 교육 현장을 방문하고
이것은 모잠비크에서 도입하여 쓰기에 유용할 것
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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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내 용





농진청




50개 이상의 다양한 벼 종자를 시험 재배한 시범
포를 방문. 이 시범포는 각기 다른 농업기술을 이
용하여 생산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실제
연수 지역임.
농식품의 가공 식품을 전시하고 과정들을 설명하
면서 농업 소득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최신 과학관을 통해 한국의 농업기술 및 미래 농
업기술 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체험할
수 있었음.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연수생들의 질의응답을 함
께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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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 및 Action Plan 수립 내용
◦ 모잠비크 농촌지도교육의 기술 및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한 ATC의 운영
방법을 고려하고 남아프리카 지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할 것. 세미나, 회의, 팜플릿 등의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간지역이나 영농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전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것. ATC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는 민간기업, NGOs 등과 협력하여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간구함.
◦ 모잠비크의 농사종사자 중에 소농의 비중은 97%이고 그들이 농업 생산
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음. 나머지 5%의 대농들은 식량작물의 생산보
다는 환금 작물에 집중하고 있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잡히지 않음. 따
라서 농업의 주를 이루는 소농을 중심으로 쌀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역
량강화 방안이 중요한 목적임.
□ 모니터링 결과
1) 강의
◦ 강의 주제가 모두 달랐지만 농촌지도교육 보급 관련한 내용으로 기본적
인 한국의 시스템의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설명
은 중복되는 강의가 있었음. 하지만 강사별로 초점이 다르고 중점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음.
◦ 강사가 모두 열의가 있었고 한국어-포르투갈어 통역을 사용하여 쉽게 의
사소통이 되도록 하였으며 강의 중간에 질문을 받도록 하여 진행하였음.
강의 중간에 질문을 함으로써 연수생들이 좀 더 역동적으로 수업에 참여
할 수 있었지만 진도가 더디게 나간다는 단점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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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진은 현장 방문 당시 연수생들을 맞이하고 현장 방문에 동행하였으
며 아프리카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강의 이후의 현장 학습
에 강의자가 동행함으로써 강의와 실전 모두 폭넓은 질문을 하고 직접
설명할 수 있었음.
2) 현장학습
◦ 농촌지도교육에 관하여 현장학습은 시·도단위, 중앙정부단위의 농업기
술원, 국립학교 등으로 설계되어 한국의 농촌지도교육 시스템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되었음.
◦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받는 모습을 직접 견학하고 모잠
비크 농업교육 수립에 기본적인 틀을 만들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었음.
학생들은 농기계를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수업과 양액배양 등
농업에 전반적인 부분을 학습하였음.
◦ 농촌진흥청에서는 연수생 방문 시간에 맞춰 이앙 작업을 시행하였고 50
개 이상의 다른 종묘가 있는 시범포에 견학하여 실제로 농민들이 어떻게
농진청에 방문하여 농업기술 등의 연수를 받는지를 직접 체험하였음. 현
재 공사 진행중인 마푸토 인근 ATC 센터 완공에 농촌지도 시스템 구축
을 위한 아이디어가 적립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3) 통역
◦ 포르투갈 전문 통역사가 강의, 현장학습 등 연수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하여 강의자, 기관 관계자, 연수생 등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었
으며 언어에 대한 부담감이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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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포르투갈 통역사는 농촌관련 전문 용어 숙지가 미흡했으며 포르
투갈 농업 용어 또한 어려워하여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전달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음.
4) 기타 개선점 및 특이사항
◦ 일부 연수생들이 항공기를 갈아탈 때 개인사정으로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였음. 이메일로 다음 비행기 일정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비행
기로 놓친 것으로 알려 혼란이 있었음. 다년간의 KAPEX 연수 경험에
의하면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서 항공기 관련 트러블이 종종 있었음.
◦ 연구원이 나주로 이전하고 서울을 근거지로 초청연수를 진행하면서 약간
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하지만 나주 인근 지역에서는 시스템 구축이
잘되어 있는 기관들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고 통역 또한 제한이 많음.
◦ 연수생 인터뷰에서 아프리카는 계급제가 강하기 때문에 부서간, 상사와
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농촌지도교육을 위한 리더십
을 강조하는 강의가 더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연수생 대부분은 일주일의 현수기간이 부족하고 기관 방문의 할당
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음. 모잠비크 연수생들은 기관 시스템 및 행정
체계 등에도 관심이 있어서 1~2시간의 질의응답으로는 한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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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현지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모잠비크 현지에 맞는 농업기술지도의 지방보급을 위한 방법 등을 국내
사례 및 현지 전문가를 통하여 전수하고자 함.
◦ 모잠비크 현지는 각 지역에서 수도인 마푸토까지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국가 예산 또는 개인이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KAPEX의 현지 연
수를 통하여 농촌지도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2) 일시 : 2016. 7. 25 ~ 8. 5 (총 12일, 국내 입·출국일 기준)
3) 방문기관
◦ 마라꽈니 영농지도센터, 보아니 농업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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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석자

표 2-5. 모잠비크 현지연수 참석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이름
Celstino Pere
Rosario Sanelrame
Ecorrelio Nenwque
Bernardo Penicela
Emoiko Feboi
Doingos Eguamre
Jurdins Mizandy
Ciutic Puly
Fernando Faulo
Filocuzya Baube
Mauro Sercecloqure
Juliaho Macie
Maneel Lewis Senefy
Valdilucur Franseo Dele
Foiule Fofuiye
Gandido Maria Bruno
Joaqeil Arberto Fernando
Meinuldo A Aroujo
Veifolno Garel Opouei
Belaile Haeul
Sergia A Lacujecu
Fain Muele
Jaule Suimeml Enceyul
Joaguim Santory
Beatirig Bata
Franciaeco Chavila
Juveueio F. Fegeune
Sifa Assal
Cies Novei
Roger Sitole
Nada Goncalves
Ricardina Mujongo

기관
모잠비크 농업기술 지도국
마라티나 농촌지도소
나마차 농촌지도소
모잠비크 농업기술 지도국
모아니농촌지도소
마푸토 농촌지도소
모잠비크 농업기술 지도국
DASACM
DASACM
모잠비크 농업기술 지도국
마바라인 농촌지도소
마바라인 농촌지도소
마라꽈니 농촌지도소
구오퀴 농촌지도소
호모이니 농촌지도소
보아니 농촌지도소
하싱그 농촌지도소
유에이 농촌지도소
짜이짜이 농촌지도소
모잠비크 농업기술 지도국
가자 농촌지도소
가자 농촌지도소
이냠바느 농촌지도소
모잠비크 농업기술 지도국
모잠비크 농업기술 지도국
마톨라 농촌지도소
이냠바느 농촌지도소
식품 의약품 안전청
시나바니 농촌지도소
농업 연구원
농업 연구원
농업 연구원

직급
기술자
관리자
관리자
기술자
관리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실장
관리자
소장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지도사
관리자
기술자
지도사
관리자
관리자
기술자
기술자
관리자
관리자
박사
관리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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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수진행 일정

표 2-6. 모잠비크 현지연수 일정
날짜/시간

세부 일정

7월 27일(수)

입교식 / 오리엔테이션 / 강의

09:00-09:30

등록 및 연수생 도착

09:30-09:45

환영사

09:45-10:30

KAPEX 소개

10:30-10:50

ATC 투어 및 촬영

10:50-13:00

[강의 1] Inácio Nhancale (DNEA)
모잠비크 농촌지도시스템 현황

13:00-14:00

환영 오찬

14:00-15:30

[강의2] 서규선 교수(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농촌개발

16:00-17:30

[토론1] 액션플랜 팀 구성 및 토론

7월 28일(목)

강의

09:00-11:00
11:00-13:00

[강의3] 서규선 교수(한국농수산대학교)
농업인력육성
[강의4] 고순철 교수(협성대학교)
1962년부터 1997년 한국의 농촌지도 시스템

13:00-14:00

점심

14:00-16:00

[강의5] 서규선 교수(한국농수산대학교)
농업지도교육의 역할과 분류

16:00-17:00

[토론2] 강의 전반적인 질문과 농촌지도시스템에 관한 질의응답

7월 29일(금)

강의

09:00-11:00
11:00-13:00

[강의6] 고순철 교수(협성대학교)
한국의 농기계 정책 및 현황
[강의7] Dr. Carlos Zandamela(공동연구 단장)
모잠비크 농촌지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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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

세부 일정

13:00-14:00

점심

14:00-16:00

[토론3] 액션플랜 토론

8월 1일(월)

현장견학 및 강의

7:30-13:00

[현장견학 1] 보아니 농업연구소 견학 및 ATC 도착

13:00-14:00

점심

14:00-16:00

[강의8] Sergio Mabasso(농업기술지도국)
한국의 초청연수 결과 보고 및 한국 기술 질의응답

8월 2일(화)

Action Plan 수립 및 수료식

09:00-13:00

[토론4] 액션플랜 토론

13:00-14:00

점심

14:00-16:00

수료식

16:00-17:00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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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결과
1) 교과목별 연수 내용

표 2-7. 모잠비크 현지연수 강의 내용
교과목명 (강사명)








모잠비크
농촌지도시스템
현황 (Inácio
Nhancale)



교육내용
모잠비크정부는
농업부분의
개발을
위한
전략
2011-2020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3-2017사이는 농업부
분 개발 전략의 국가 투자계획을 구현하고 있음
모잠비크 정부는 농업발전의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PPP를 강조함
식량안보와 국민의 균형잡힌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은 동식물의 생산량을 보장해야하고 음식과 영양을
담보할 수 있어야하며 농업의 생산량증진, 농촌생활환
경 개선, 자원의 지속적인 경영을 목표로 해야함
모잠비크의 농업구성은 가족농인 전체의 99%를 차지하
고 있고 농업이 주된 산업임.
농업은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수
출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임.
모잠비크 정부는 주로 생계형농업에서 시장 지향적인
농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고 농민을 지
원하여 축산 및 농업의 생산량을 증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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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농촌 개발
(서규선)


교육내용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전쟁 이후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
는 한국의 농촌재건운동으로 근면·자조·자립정신을
바탕으로 마을단위로 진행되었음.
새마을 운동은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시민들의 자
발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였음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룬 우수 마을을 선
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마을간 경쟁을
유발하여 자발적으로 농촌의 물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음.
새마을운동은 지붕 개량사업을 함께 진행하였고 예전의
한국 농촌의 가옥은 초가지붕을 이용하였으나 대부분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꿨음.
한국의 청도는 새마을운동 발상지로 새마을 복합체험공
간이 있어 외국인들도 쉽게 새마을운동을 체험할 수 있
는 곳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농촌지도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모잠비크에서 농촌지도사들의 역
할을 강조하여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효율적
인 마스터플랜을 설립하여야 함.
한국의 농촌종합개발 정책은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등이 설립되었고 농촌의 빈곤 퇴치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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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농업인력육성
(서규선)








1962년부터 1997년
한국의 농촌지도
시스템
(고순철)





교육내용
한국의 농업인구는 1970년 약 50%였으나 2010년에는 6.3%
밖에 되지 않고 있음. 이것은 타 선진국보다는 농업인구
감소가 늦은 편이고 정부의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음.
한국의 농업인구는 점차 노령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60
대 이상의 농업인구가 약 50%에 이르고 있음.
1960년대 한국의 주요식품은 쌀, 보기, 콩, 옥수수, 감자
등이었으며 10 아크로 당 285, 176, 57, 81, 193kg을 생
산하였음. 그리고 한국 국토는 산지가 많은 편이어서
농업기술이 크게 발달할 수 없는 환경이었음.
한국 정부는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고등학교
를 설립하였고 농촌진흥청을 설립하여 농촌기술 발전을
위한 인력 육성 및 기술·개발을 강조하였음.
한국의 산업화 및 도시화의 여파로 젊은 인력이 농촌을
떠났으며 농업 교육 또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전문화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에서 전문 기술을 보급하고 있음.
농촌지도사는 농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농민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각 마을에는 농촌여성단체가 있으며 이들은 농촌의 복
지와 위생, 영양 개선 등을 힘썼음. 농촌개발을 위해서
는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여야 하며 여성인력을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잠비크에서도 고려해
야 할 것
영농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 사용 교육을 시행해야 함. 한국에서는 정부차원
에서 영농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민학교 등 여러 단체에
서 농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음.
2014년 현재 한국의 농촌인력은 중앙정부 94명, 주단위
236명, 도시단위 4,102명으로 전체 4,432명에 달하고 있
음. 1970년대에는 약8천 명의 농촌지도사들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줄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1962년 설립되었고 농촌정책지원
관리단으로부터 제정적 지원을 받았음. 1964년부터 농
진청은 농촌지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음
한국전쟁 이후 국민들은 빈곤에 시달렸으며 낮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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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농업지도교육의
역할과 분류
(서규선)





한국의 농기계 정책
및 현황
(고순철)



교육내용
생산량으로 빈곤으로 더욱 고통받았음.
2010년 현재 농산품 생산량은 자급률을 상회하고 있으
며 쌀은 매년 증가추세이나 최근 들어 쌀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곡물들
은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줄어 들고 있음.
축산업은 200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감소추세
를 보여주고 있음. 채소, 과일, 화훼 등은 급격하게 증
가하여 현재의 한국의 농업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농진청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면 정부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이 질 좋은 종을 생산하는데 필요
한 요소임. 모잠비크 정부에서도 예산체계의 개정에 대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
농촌지도의 어원 및 필요성 설명
농촌지도사의 역할은 실질적인 농업기술이 농업생산량
향상을 위해 농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
록 해야 함.
한국의 농촌지도시스템은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
용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지도법을 도입
하여 시행하고 있음.
농업고등학교, 한국 농수산대학교 등 농업의 고등교육
을 위한 정부의 지원 내용 및 활동을 설명하고 한국 농
수산대학교의 장학제도, 교육의 커리큘럼 제공, 농기계
수리, 종묘의 연구·개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한국 농수산대학교는 농업지도교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농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활발함. 반면, 모잠비크는 농업지도교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크지 않고 예산 배정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농업지도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음.
한국의 농기계 정책은 1970년대부터 본격 수립되어 추
진되었고 그 계기로 농기계 산업이 발전하였음.
한국의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현재는 농업
인력의 부재, 농업인력의 고령화 여성화를 통해 기술저
하,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 한국 농촌의 문제가 발생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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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모잠비크
농촌지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Carlos
Zandamela)









한국의 초청연수
결과 보고 및 한국
기술 질의응답
(Sergio Mabasso)





교육내용
한국의 농기계의 변화를 시대별 기능별로 기술하여 설
명하고 현재 모잠비크 상황에 알맞은 기계를 선택하여
보급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함. 고성능의
규모가 큰 기계는 농토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모잠비크
에 알맞지 않고 기계의 고장시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기계를 보급해야 할 것
각 분야별 정책은 시대별 영농 여건의 변화와 농기계
산업 발전 단계에 따라 그 중요성과 비중이 다르게 나
타남.
농기계와 관련된 민간, 국영 기업들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모잠비크 내에서 적용가능한 정책과 시
스템에 관해서 질의 응답을 진행함.
한국의 농촌경제연구원과 모잠비크의 농업기술지도국과
KAPEX 사업의 일환인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배경설명
을 통해 연수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
모잠비크 소농을 위한 농촌지도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
해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자 함.
11개주 149개 군을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기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자함.
각 지역에서 온 연수생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어떠한 지
역이 설문 조사를 하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오랜 시
간 논의함.
농촌지도 마스터플랜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PRONEA,
PROSUL, PITTA 등의 정책을 검토하고 발전시켜나갈 것
하지만 모잠비크 내에서는 좋은 데이터가 부재하며 신
뢰할 수 있는 공식데이터가 없는 상황임. 또한, 비용은
추적되지 않아서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힘듦.
한국 초청연수를 통해 농촌지도 시스템을 경험하고 모
잠비크 내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
현지연수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농촌지도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으며 모잠비크 내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정
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말함.
한국의 초청연수에서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고 한국의 전
문가들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고 설명하였음. 또한 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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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들을 모아 동영상으로 만들어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함.
한국의 농진청 방문 당시 이앙기를 통해 모를 이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현지 연수생들에게 매우 흥
미로운 모습으로 관심이 높았음.

2) 현장학습 내용
표 2-8. 모잠비크 현지연수 현장학습 내용
방문지

내 용








보아니
농업연구원

모잠비크내의 농업연구원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보아
니 지역에서도 채소, 축산, 곡물 등으로 특화시켜 연구원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음
연수생들은 농업연구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종을 가지고 생산
성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들을 보고 농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
는 방안을 고려함
농촌지도자들은 농민들에게 농업 생산량을 위해 너무 많은
비료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토양이 산성화될 수 있는 위험을
알려주고 농업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들을 제
시해야 할 것
농업연구원은 농업대학교의 학생들이 인터십을 하고 있으며 실
제 농사를 짓고 실험하며 농업 생산량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체험을 하고 이들이 졸업하고 농촌지도사로 현장에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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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 및 Action Plan 수립 내용
◦ Action Plan 토론은 많은 시간 할애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음. 연수생
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따로 통역을 쓰지 않고 포르투갈어를 사용하
여 Action Plan을 수립하도록 함.
◦ 모잠비크 정부는 농업 기계 및 농민의 훈련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해야함.
◦ 정부는 지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함.
- 시장의 농수산물 수송을 활발하기 위한 인프라, 관개 시스템 및 도로 건설
◦ 소농을 포함한 모든 농민들의 생산에서 시장까지의 가치사슬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함.
◦ 농촌기술지도시스템의 효율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과 지식을 보장하고 생산을 지원하여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킴
- 효율적인 농촌기술지도시스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실효
성있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최우선 과제임.
◦ 농촌기술지도자의 역할은 농업 생산자에게 생산량 향상을 위한 연구·개
발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함.
◦ 모잠비크 농업기술지도국은 농업생산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공식품
의 개발과 공장을 지원해야 함.
◦ 모잠비크 농업기술지도국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기본교육에서 농업의 지식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청소년 역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등 농업 교육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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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결과
1) 강의
◦ 2명의 한국 강사가 2~3개의 강의를 준비하여 실행하였음. 모잠비크라는
장소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강사가 참여하지 못하였음. 동행한 한국인
강사들은 농촌지도의 전문성이 높았으며 각 주제와 한국의 기본 농업 정
책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음.
◦ 연수생들은 모잠비크의 농업보다는 한국의 농업정책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현지 연수를 한국인 강사 위주로 설정하였고 한국의 성공
사례 및 발전과정에 대해 질의응답이 많았음.
◦ 한국 강사진은 질의응답시간이 길어져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것을 다음
날 추가 세션을 만들어 진행하기도 하면서 열의가 높았으며 연수생들의
만족도도 높았음.
2) 현장학습
◦ 현지연수에는 모잠비크의 농촌지도소나 농업기술지도국에서 많이 참여
하였고 현지의 농업연구원을 방문하여 농업기술 개발·연구 활동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농업기술지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지도사나 정책 입안자들이 현실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농업기술이나 농민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좋은
기술을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원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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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역
◦ 모잠비크의 국가 특성상 통역 시스템이 활발하거나 질이 좋지는 않으며
통역회사를 이용하여 영어-포르투갈어의 통역으로 진행하였음.
◦ 전문용어가 미흡하였으며 영어 통역도 전문적이기보다는 의사소통을 전
달하는 수준이었음.
◦ 모잠비크의 부족한 인력을 이해하는 시스템이었고 영어와 포르투갈어를
모두 이용하여 강의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점에도 불구
하고 통역을 도입하는 것이 강의를 전달하는데는 효율적이었음.
4) 기타 개선점 및 특이사항
◦ 모잠비크의 운영시스템은 상당히 느리고 작은 일이라도 윗선에 결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약이 많음.
◦ 현지 연수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스케줄대로 진행하지 않고 시작시간이
나 휴식시간을 현지 진행자가 조정하여 알리기 때문에 2~3시간이 지연
되어 프로그램이 마무리되기도 함.
◦ 최근 모잠비크 농업기술지도국 과장이 바뀌어서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
이 오래 걸리고 결정을 내리는데도 어렵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실토함.
◦ 연수와 워크숍은 농어촌공사에서 수행중인 ATC에서 진행하였는데 기술
의 부족한 담당자의 역량 부족이 커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순조
롭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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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KAPEX 연수가 이후 ATC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
하기 위해 보완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담당자가 자각함.

1.1.6. 현지워크숍
□ 워크숍 개요
1) 목적
◦ 현지 정책워크숍을 통해 KAPEX 공동조사,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 결과
를 공유하고, 국제농업협력기관 사업수행 사례 발표를 통해 향후 모잠비
크 농촌 지도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2) 일시 : 2016. 8. 3 (수요일) 09:00 ~ 13:00
3) 장소 : 마라꽈니 영농지도센터
4) 참가 인원 : 약 50명(모잠비크 농업부 공무원 등 농업 전문 관련자 및
주한대사관, FDA, JAM 등 국제 개발 기관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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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워크숍 프로그램

표 2-9. 모잠비크 현지 워크숍 일정
날짜/시간

세부 일정

8월 3일(수)

현지 워크숍

09:00-09:25

환영사(김흥수 한국 대사) 및 개회

09:25-10:00

KAPEX 사업 소개

10:00-10:30
10:30-11:00
11:00-11:30
11:30-12:00

[발표 1] Dr. Dulailia Macome (DPCI)
모잠비크 농업 현황 분석
사진 촬영 및 휴식
[발표 2] Sergio Mabasso (DNEA)
한국의 초청연수 동영상 상영 및 연구·기술 현황
[발표 3] Dr. Patrick(JAM)
모잠비크 관련 사업 소개

12:00-13:00

발표자 질의응답

13:00-13:20

마무리

13:20-15:00

환송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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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몽골
1.2.1. 사업주제
◦ 몽골 낙후 농촌지역의 수출지향 농업생산 능력 강화 전략 수립
(Improving Export Oriented Agricultural Production Possibilities in
Remote Rural Mongolian Regions)

1.2.2. 정책협의
□ 주요내용
1) 목적
◦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국 협력부처 관
계자와의 정책 협의를 통한 사업 설명 및 향후 추진 방식, 일정, 추진단
구성 등 논의
◦ 세부분야 선정을 위한 수요 파악을 통해 공동조사, 국내 초청연수, 현지
연수, 정책협의 워크숍 개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등의 방식 및 일정
논의
2) 기간 : 2016. 1. 25. ~ 2016. 1. 28.
3) 대상기관 : 몽골 식량농업부(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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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내용
◦ ‘16년 농식품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원에서 추진하게 된
농정성과 확산사업 대상국인 몽골의 관계부처(식량농업부,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와 세부 분야 선정을 위한 협의
◦ 세부분야 선정에 따른 공동조사 연구진 선정 및 일정 협의
◦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조사, 국내 및 현지 연수, 장기초청연
수, 워크숍 등의 세부 추진일정에 대한 협의
◦ 국제개발협력 주관 부처, 대사관, KOICA 등의 유관기관 등에 원활한 사
업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1.2.3. 공동조사
□ 주요내용
1) 주제: 몽골 낙후 농촌지역의 수출지향 농업생산 능력 강화 전략 수립
2) 기간 : 2016. 3. 15 ~ 8. 30
3) 1차 공동조사 : 2016. 4. 25 ~ 29
◦ 몽골 농축산 생산성 향상 및 수출을 위한 기초조사로써, 몽골 농축산 농
가 및 각각의 가치사슬 단계 별 현황 파악을 통해 농축산물 수출 장려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해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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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공동연구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조사 진행 방향을 조정함.
◦ 현지 관련 기구 방문을 통해 상호 농축산 개발 역사와 현황을 공유하고,
추후 연구 및 사업 진행에 있어 사전 협조 요청
[부록 3] 몽골 1차 공동조사 출장 결과보고 참조
4) 2차 공동조사 : 2016. 6. 6 ~ 9
◦ 축산물 이력제 도입 관련 정책 현황 및 추진 경과 청취
◦ 현지 농가 추가 방문을 통해 현지 축산의 발전 상황 이해
◦ 현지 낙농 유통 구조 및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이해 도모
◦ 몽골 축산업 구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 조사 실시
[부록 4] 몽골 2차 공동조사 출장 결과보고 참조

1.2.4. 초청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몽골의 농업/농촌 개발과 관련된 한국 농업의 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중견/실무급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정책개발역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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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현장견학, 토론을 통해 배운 것을 적용, 구체적인 농업/농촌 정책
을 수립하도록 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책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함
2) 기간 : 2016. 5. 8 ~ 5. 14 (총 7일, 국내 입·출국일 기준)
3) 방문기관
◦ 푸른들 영농조합, 선진 배합사료공장, 양계농장, 서울대 환경안전원, 축
산물품질평가원, 순천대 시범 농장 및 유가공 공장
4) 참석자

표 2-10. 몽골 초청연수 참가자
이름

기관

직급

1

Ms. Anunaran Altangerel

몽골 식량농업부 전략기획국

국장

2

Mr. Ariunbold Magvansuren

몽골 식량농업부 작물정책이행국

선임연구원

3

Ms. Suvdaa Gunen

몽골 식량농업부 전략기획국

선임사무관

4

Ms. Chuluuntsetseg Mandakh

몽골 식량농업부 행정관리국

선임사무관

5

Ms. Otgonbolor Lavag

몽골 식량농업부 식량생산정책이행지원국

사무관

6

Ms. Dolgorsuren Choijoo

몽골 식량농업부 전략기획국

사무관

7

Ms. Munkhsaikhan Gantogtokh

몽골 식량농업부 전략기획국

사무관

8

Ms. Oyuntsetseg Badarch

몽골 식량농업부 할흐골 프로젝트

사무관

9

Mr. Enkhee Erdenetsogt

몽골 국립농업지원센터

센터장

10

Ms. Ariunaa Namsrai

몽골 국립식품위생연구소

선임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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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정

표 2-11. 몽골 초청연수 일정
날짜/시간

세부 일정

5월 8일(일)

인천공항 입국 (12:50)

5월 9일(월)

입교식 / 강의 1 / 현장견학 1

09:00~09:30

환영사, 기관소개 및 KAPEX 소개

09:30~10:20

Country Report 발표

10:20~11:40

강의 1: 한국의 농업개발

11:40~12:10

Action Plan 수립

12:10~13:00

환영오찬

13:00~17:00

현장견학

5월 10일(화)

강의 / 현장견학

09:00~10:20

강의 2: 한국의 농업 수출 전략

10:20~11:40

강의 3: 농업/농촌 투자 환경 조성 방안

11:40~12:10

Action Plan 수립

12:10~13:00

점심식사

14:00~15:30

이동(서울 → 선진사료)

15:30~17:30

현장견학

5월 11일(수)

강의 / 현장견학

08:30~10:00

이동(호텔 → 서울대학교)

10:00~12:00

강의 4: 한국의 검역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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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

세부 일정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강의 5: 한국의 HACCP 시스템

15:00~17:00

현장견학

5월 12일(목)

강의 / 현장견학

08:30~10:00

이동 (호텔 → 축산물품질평가원)

10:00~12:00

현장견학

12:00~13:00

점심시간

13:00~15:00

이동 (호텔 → 축산물품질평가원)

15:00~16:00

강의 6: 종자개량

16:00~17:00

강의 7: 축산물 이력제

17:00~18:00

현장견학

5월 13일(금)

수료식

09:00~10:00

Action Plan 수립

10:00~10:50

Action Plan 발표

11:00~11:30

연수 평가

11:30~12:00

수료식 및 기념촬영

13:00~18:00

이동 (KREI → 호텔)

5월 14일(토)

출국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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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결과
1) 교과목별 연수 내용

표 2-12. 몽골 초청연수 강의 내용
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한국 농촌개발과
지역개발의 미래
(임형백)







한국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임정빈)





해방 이전 한국 농촌의 특징: 고려 말기 유교 도입. 조선
시대들어 농경민족의 특성 강화됨. 씨족 단위 집단촌락
거주와 계, 향약, 두레 등 협동전통 형성
해방 이후 특징: 농지개혁 실시. 농업증산 5개년 계획
(1953~1957). 1958년 시범마을 대상 지역사회개발 사업 시
작. 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작
지역 개발 이슈: 인구의 도시 집중. 도농 간 불균형. 점차
농산물 과잉공급 상황 발생. 농촌인구의 노령화
몽골에의 적용 가능성: 몽골 역시 인구의 도시 집중 심
각. 농촌의 역할 재정립 필요
세계 농식품 교역 현황과 농식품 수출의 중요성: 2000년
과 비교하여 2014년도 농식품 수출 규모 2배 이상 증가
한국의 농식품 수출 현황과 문제점: 농수산식품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 다만 국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하락세. 가공 농식품 수출 증가세 뚜렷함. 일부 국가
와 해외교포 계층에 대한 수출에 의존하는 경향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과 과제: 인근에 거대시장
존재.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 수출 조직화 및 규모화 필요

농촌 지역 투자
환경 조성 및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
(장영창)







몽골 농업 현황 개관
한국에서 지원한 몽골 개발 사업 경과
해외 농업/농촌 개발 사례를 통해 본 발전 가능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 기반 구축 방안 논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연 자원 활용 방안 논의

한국 검역 체계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역
체계 구축
(박용호)









한국의 검역 관련 법령 및 제도 개관
각급 관련 기관의 조직 구성 및 역할
축산물 수출 요건에 부합하기 위한 검역 체계 확립 방안
검역 각 절차 및 과정에 대한 개관
국경 지역에서의 검역 시스템 운영에 대한 설명
최근 국제 가축 질병 발병 현황
한국의 가축 질병 통제 정책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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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역 체계 구축 방안 논의
HACCP 개관
축산물 관리를 위한 각 위해 요소 단계 별 유의 사항
HACCP 시스템 구축 방안 논의
축산물 관리와 관련된 주요 질병 및 위해 요소 대처법

한국 축산업
발전의 역사와
종자 개량
(서강석)







한국 내 축산 유관 기관들이 담당하는 역할
한우 개량 프로그램의 구조
젖소 개량 프로그램의 구조
돼지 개량 프로그램의 구조
축산물 개량의 성공을 위한 기술 운영 체계

한국 축산물
이력제의
현주소와 몽골
이력제 도입을
위한 제언
(서강석)







이력제의 정의
한국의 축산물 이력제 도입 역사
한국의 이력제 운영 현황
이력제 도입의 이점과 필수 요소
몽골에서 이력제 도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

축산물
안전관리와
HACCP
(박정웅)

2) 현장학습 내용
표 2-13. 몽골 초청연수 현장학습 내용
방문지

내 용





푸른들
영농조합






아산에 위치한 푸른들 영농조합은 한살림(생협)의 일원으로
써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350 농가로 구성됨.
구성 농가들은 주로 벼농사와 시설채소를 주로 함.
법인은 일부 수익을 농민에 환원하며, 지역에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지역과 농민의 역량 강화를 꾀함.
결국 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유통(판매)망 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 푸른들 영농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권익 추구
지역 내 순환농업 체계를 추구함. 즉, 경작 부산물을 축산
사료로 활용하는 등 생산, 투입, 소비에 이르는 농업 가치
사슬 각 단계에 대한 지역 내 자급자족을 추구함.
가공공장에서는 대만의 기술을 도입하여 5억 원 규모의 건
조 플랜트를 운용 중. 플랜트 작동 연료로는 미강을 사용하
는데, 이로써 약 5만 리터 규모의 기름을 절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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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선진
배합사료공장

내 용













양계농장





1979년 설립됨. 현재 이천과 군산 2곳에 공장이 위치함.
아울러 포천, 덕산, 나주, 안성, 함안에 지역사무소 위치
축종별/월령별 필요에 따른 사료 생산
최근 월평균 5만 톤 내외의 사료 생산 중
1인 시간당 생산성은 5톤
자동화로 인해 현재 이천 공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0명
내외
품질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운영

약 3만 수 정도 규모의 양계 농장 방문. 유정란 생산 양계장
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규모의 양계 농장임. 유정란
생산은 농가 당 3~4천 마리 정도 규모가 가능함.
병아리가 양계장에 들어오면 생후 21주~90주까지 산란이 가
능
60~70주 사이에 2주 정도 간 사료를 주지 않으며, 이로써 달
걀의 품질을 향상시킴.
달걀 판매 가격은 개당 평균 100원. 개당 이익은 5~10원 정
도
사료는 주로 옥수수와 콩을 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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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서울대
환경안전원
축산물품질평가
원
순천대
시범농장 및
유가공공장

내 용









국내 연구/실험 기자재 안전 관련 최고의 설비 등 보유
연구/실험 시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기자재 관련 설명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역사와 역할
축산물 이력제 도입 역사와 운영 체제 소개
유전자 검사실 견학
농장 근접형 유가공 공장 개관
다양한 치즈 생산 -> 인근 농가 및 지역민에 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실시

3) 토론 및 Action Plan 수립 내용
◦ 배경
- 몽골은 내륙국(중국, 러시아와 접경)이며, 인구는 2015년 현재, 약
274만명 정도임.
- 농업의 전체 GDP 대비 비중은 18%, 전체 고용 인력의 33%, 토지의
75% 차지
- 몽골 내에 약 820개의 식품 관련 업체가 있으며, 8,500명 이상이 식품
가공업에 종사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23,600톤의 육류, 5천만 리터의 우유, 239,400톤의 밀가
루가 생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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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유래 제품의 수출로부터 발생한 연평균 매출량은 2억 6730만 달
러 수준이며, 이 중 양모와 캐시미어 수출이 86.9%를, 육류 제품 수출
이 10.6%를 차지하고 있음.
◦ 당면 과제
- 장기적 투자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 환경
- 자금의 흐름이 계절적 주기에 따라 변화가 큼.
- 재산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농산물에 대한 가치 평가가 불
안정
- 자연재해 관련 위험 요소 관리 기반이 미흡
- 일부 농산물의 가치 사슬(전체 공급망)은 아직 구축 단계에 있음.
-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농업 관련 기계와 설비의 활용도(가동율과 효율성)
낮음.
- 아직까지도 농업 관련 투자는 거의 정부 주도로 이뤄짐.
◦ Action Plan 의 목적
- 축산 부문, 작물 생산 부문, 식량 안보 부문, 범 부문 이슈에 대한
대처
- 농촌 투자 환경 조성, 수출을 위한 검역 환경 조성, 혁신적 농업 기술
도입을 위한 인적 역량 개발
◦ Action Plan 주요 내용
- 범 부문 이슈
1) 농산물 수출 위한 환경 조성: 농업 자유 무역 지대 조성 (2016~2021)
2) 혁신적 농업 기술 도입 지원: 인재 개발 및 농산물 경쟁력 제고
(2016~2021)
- 축산 부문
3) 축산물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다양한 사료 생산 지원 (2016~2021)
- 작물 생산 부문
4) 작물, 과일, 채소 생산 증진 및 가치 사슬 강화: 판매 및 유통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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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결과
1) 강의
◦ 몽골의 농업/농촌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강의자가 강의함에 따라
지역 현실에 맞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축약하고 몽골 현
지 내용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이 되는 강의가 추후 이뤄진다면 좋을
것임.
2) 현장학습
◦ 몽골 연수생들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분야와 관련된 기관을 중심
으로 현장학습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기관에서도 협조가 양호함. 연수생
들은 다양한 농업 부가가치 창출 활동에 큰 관심을 가졌음.
◦ 현장학습 또한 몽골의 현실과 연수생들의 필요에 대한 사전 협의가 좀
더 심층적으로 될 수 있다면 좀 더 유익한 현장학습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임.
3) 통역
◦ 몽골어 통역의 경우, 한국인 통역사 보다는 한국어를 잘 하는 몽골인 통
역사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짐. 강의 통역 시, 몽골인 통역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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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개선점 및 특이사항
◦ Action Plan 수립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
◦ 추후 초청연수 실시 시, 서울 개최와 나주(연구원) 개최 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상황에 따른 일정 구성 필요

1.2.5. 현지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몽골 현지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한국 농촌 개발 및 가축사육/관리 분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관련 분
야에 대한 정책개발역량을 강화
- 몽골 농축산업, 특히 농축산물의 수출 증진 관련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
- 몽골의 농축산 발전 현황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연수생들이 몽골 농축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현지 사정에 적합한 실질적
시행 계획 수립 지원
2) 기간 : 2016. 6. 6 ~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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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석자

표 2-14. 몽골 현지연수 참석자
이름

소속

직위
Livestock production
Specialist

1

L.Batsuren

2

B.Mijigdorj

3

Ts.Dejidmaa

4

G.Udval

5

S.Sanjjamts

6

T.Dejidmaa

Veterinary research institute

Senior officer

7

O.Deriilaamyat
av

Ulaanbaatar city governer’s office, Food and
Agricultural department

Manager

8

G.Saizanbuted

Non-governmenta

Researcher

9

T.Tsetsegdari

Livesstock protection fund, MoFA

Officer

10 I.Battogtokh

Veterinary and breeding

Officer

11 E.Enkhee

Mongolian meat producers

12 A.Munkhbaatar

NAEC

Officer

13 P.Shine-Od

NAEC

Manager

14 B.Altantuya
15 Ts.Dagiisuren
16 Sh.Nasanbat
17 J.Bakhiit
18 B.Sarikbol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Livestock production research institute of
Mongolia
Livestock production research institute of
Mongolia
Livestock production research institute of
Mongolia
Mongolian State University of Agriculture
(University of Life sciences of Mongolia)

organization

department,
association

Mongolian Government Regulatory Agency
National Reference Laboratory for Food Safety
Mongolian Government Regulatory Agency
National Reference Laboratory for Food Safety
Arkhangai province High Mountain region
Livestock Institute
Arkhangai province High Mountain region
Livestock Institute
Bayan-Ulgii province “Ulgii-Land”LLC

Ph.D., professor
Consultant
Senior officer
Officer

Director

Director
Head of department
Officer
Research manager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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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

직위

19 G.Baljinnyam

Bayan-Ulgii province Bugat arrow Animal
Husbandry department

Research manager

20 T.Amarsaikhan

Darkhan-Uul province

Research Officer

21
22
23
24
25

Selenge province
Khuder arrow
Tuv province
Jargalant soum
Tuv province

Agricultural Officer
Agricultural Officer
Agricultural Officer
Agricultural Officer
Agricultural Officer
Head of Animal
Husbandry department
Head of Agriculture
Department
Head of Veterinary
services
Head of Agricultural
department
Head of Agricultural
department
Head of Animal
Husbandry department
Head of Agricultural
department
Head of Animal
Husbandry department
Head of Agricultural
department
Head of Agricultural
department
Head of Agricultural
department
Head of Agricultural
department
Head of Agricultural
department

B.Nasanjargal
N.Miasuren
S.Batbold
P.Altantuya
O.Nemekhbat

26 S.Davaasuren

Jargalant soum

27 B.Amartuvshin

Darkhan-Uul province

B.Bayannemek
h

Darkhan-Uul province

28

29 T.Otgon

Darkhan-Uul province

30 L.Tsetseg-Ulzii

Khongor soum

31 Ts.Gantulga

Govi-Altai province

32 Guyenbaatar

Govi-Altai province

33 Altan-Onts

Orkhon province

34 B.Galbadrakh

Umnugovi province

35 A.Batmunkh

Umnugovi province

36 Tsedenbaljir

Tuv province

37 Tugsjargal

Tuv province

38 B.Baalkhai

Khuvsgul province

39 B.Batchimeg

Bayankhongor province

Manager

40 B.Minjsaruul

Uvurkhangai province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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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결과
1) 교과목별 연수 내용
표 2-15. 몽골 현지연수 강의 내용
교과목명
(강사명)

시간

교육내용





몽골 축산물
생산 현황,
등록 시스템 및
향후 정책 방향
(L. Batsuren)

1.0










축산 비용 절감
방안과 정책
수립
(허덕)

1.0





한국 축산
정책의 변화와
의미
(허덕)



1.0



몽골가축등록시스템을 통해 모든 가축을 등록하고자
계획 중이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될 예정임.
종합정보시스템에 정확히 기록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아이막 담당자가 1차적으로 기록
하면, 종합해서 본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기록/관리 함.
수의 및 사육 담당 기관인 우리 국에서 현재 규정에
따라 등록담당 직원에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가축 출신확인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축을 등록하는
수의사들의 확인서에 따라 경찰에서 재확인하고 확정
가축 이표에는 12개자리 번호로 구성된 바코드가 있으
며, 출신지역과 해당가축의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음.
곧 전자칩을 말에 사용할 계획이지만, 이런 칩을 사용
하는데 예산문제와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활용도가 낮
음.
잃어버린 가축등록관리시스템을 운영 중. 특히 도난당
한 가축의 번호와 주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면서 향
후 잃어버린 가축을 차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농업인의 1차적인 비용 절감 방법으로는 농민 단체 조
직을 통한 공동 구매(비료 등)를 고려할 수 있음.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규모화와 공동 사육을 고
려해 볼 수 있음.
정책적으로는, 축산의 예를 들면, 송아지 가격 안정화
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과 같은 가격 조정 기제 도입
가능
결국 사료 기술을 도입하고, 종자를 개량하며, 부가가
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관리자 역량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
축산업 부문의 장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시대에 맞는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대체로 정책적 지원 규모는 2000년대 직전까지 지속적
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그 이후 안정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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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시간

교육내용




몽골 육류 수출
가능성과 과제
(D. Tungalag)

1.5





농업 지원
서비스 발전
동향
(E. Enkhee)

1.5





축산물 품질과
식품 위생/안전
(B.
Mukhjargal)
몽골
유기농업의
발전: 유기농
제품 관련 신규
법 개관

1.5







1.5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투입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제품 단가의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됨.
정책 평가 결과, 대체로 가격 조정 관련 정책 보다는,
개량/농가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남.
축산물의 경우, 최근 자급 수준을 넘어 40.8%에 달하는
초과 육류 생산량 발생
다만 육류의 경우 수출 가능 대상국 소비자의 품질 수
요에 부응하는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몽골 육류 생산의 계절성에 따라 가격 변동성
이 심하며, 생산 물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됨.
센터에서 주로 진행하시는 사업을 소개. 예를 들어, 볼
강, 다르항, 셀렝게 아이막 같은 농업중심인 지역에서
농촌개발에 필요한 우물을 만들기도 하며, 일부 농업인
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솜 확장사업의 경우 수의 관
련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며, 행정 지역마다 농촌 확장
사업 담당자를 임명. 작년 국가예산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담당자는 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가축“
국가사업 담당자들이 해당 지역에 근무 중
농업기술도입 관련 사업은 아직 시범 단계임. 국립농업
대학교에서 Extension사업이 진행 중이며, 주로 바이오
탄 등의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사업 방식으로 운영하
고 있음.
민간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Extension 사업의 경우,
Jargalant 마을에서 40가구를 선정하여 소농장을 운영하
는 와중에, 어떤 백신을 사용해야 하는지, 혹은 항생제
를 쓰고 있는 젖소의 젖을 짜는 것을 금지한다는 등의
다양한 농장 운영 관련 교육을 실행
산업적 측면에서의 위생 교육이 강화될 필요 존재
이를 위한 교육 역량 강화도 필요함
계절 마다 축산물에 대한 의료적 검진이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실시될 필요 존재함
기준에 맞는 위생 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적절한 설비
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의 작업 관행 관리 필요
몽골에서의 유기농 제품의 생산은, 농산물 생산 과정부
터 투입재 생산, 그리고 관련 금융 지원 등 관련자들에
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
아직은 생산/품질 기준 등의 수립이라는 과제가 존재하
지만, 유기농업은 소규모 농업에 적합하며,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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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시간

교육내용

(D. Onon)



몽골 농산품
거래소 거래를
위한 농산품
품질 요건과
축산물 거래
(T.
Baasanjav)



1.0






농산물 인증과
품질 보증
(B. Altantuya)

1.5





축산업의 가치
향상 방안
(홍성구)

1.0









유목 축산의
과제와 발전
방안: 연구
보고
(B. Mijigdorj)



1.5







품질관리에 적합해 지속가능성 담보에 유리
몽골의 광활한 대지와 대규모 축산 규모는 향후 몽골
유기농업 발전에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몽골 농산품 거래소는 2013년도에 설립되어 농산물 현
물 거래 조건을 관리
2013년도 거래량은 2억 2,400만 달러 규모
캐시미어, 모, 생축, 밀, 유채 등이 거래됨.
향후 농축산품 품질 향상 및 보증을 위한 기준 마련에
지속적인 역할을 할 계획임.
본 연구소에서는 주로 식품 원료의 안정성에 대한 분
석 및 평가를 실시함.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식품 안전 적합도 결과를 관
리하며, 필요 시 관계자에게 정보 제공
국가, 지역, 민간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상호
간 통일된 규격 마련을 위한 활동 진행
한국의 경우, 도축 후 숙성 과정을 통해 육질의 부드러
움, 풍미, 육즙 함유 정도 등에 대한 관리 실시
숙성도는 산성도와 온도, 숙성 시간 등의 영향을 받음
소 평가 요소로는, 소의 성별, 등 부위 지방 두께, 도축
시 무게, 마블링, 지방색, 숙성도, 고기 색 등이 있음.
부위에 따라 숙성 기간이 다름.
소비자의 부위 선호도에 따라 다른 가격 발생
몽골 방목 유목의 장점은, 비용이 절약되며, 환경오염
가능성이 낮다는 것임. 방목 가축의 영양학적 품질이
좋으며, 유기농 제품을 생산이 용이하다는 것임.
다만 기후적 영향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수출 역
량 강화를 위한 품질 강화에 불리할 수 있음.
향후 몽골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징(지질,
기후적 특징 등)을 고려할 필요
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데, 어
떻게 적응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시급함.
가공공장을 많이 설립했으면 함. 부가가치가 상대적으
로 높은 캐시미어 가공 역량 강화를 통해 국부 창출
유리
축산 유목민의 캐시미어 생산 집중은, 가격하락 요인으
로 작용. 염소만 키우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님.
캐시미어 가공 공장을 캐시미어가 생산되는 해당 지역
에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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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시간

교육내용







한국 농업/농촌
정책의 역사적
진화와 그 의의
(허장)

1.0










몽골의 육류
산업 정책 과제
(I.
Battogtokh)



2.0






최근 축산업 제품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축산업 종사
자들의 손실 폭이 커짐. 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 존재
축산업인과 가공공장 간 거리가 가까울 필요. 비용 감소
등 여러 장점이 존재함. 고기와 가죽을 가공하는데 있어
품질 확보가 안 되어 좋은 가격 받지 못하는 경우 존재
축산업 관련 연구도 많이 진행될 필요(축산업 관련 경
제학적/기술적 지식 축적 필요). 축산업 관련 교육 부족
한국은 작은 국토 규모에 인구밀도가 높으며, 70년대
이후 급격한 소득 향상을 달성함.
1970년 대비 2014년도 토지 생산성 약 20배 향상
벼농사의 경우 90% 이상의 기계화가 이뤄진 상태
각종 WTO 협상을 전후로 농가 소득 문제는 더욱 이슈가 됨.
1970년대부터 이뤄진 새마을 운동을 통해 지역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산림녹화 사업을 통해 국토 재생 목표 달성
소비자 수요에 따라 친환경 농업 규모도 확대 추세
농촌 역량 강화 및 소득 향상 위한 제도적 지원 지속
비용 상승 요인: 1) 관련 투자 부족. 국제 기준 맞는 공
장 설립에 투자 필요하지만, 국가의 지원 부족, 2) 자금
유동성이 부족하며, 가공공장 가동률은 60% 정도임(
2000억 수준의 유동 자산 필요), 3) 종합적인 시스템 부
재(관련법이 설립되었지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음),
4) 안전관련 문제 발생(소비자 불만), 5) 육류의 원산지
관련 이슈, 6) 효율성 부족(시장가격이 요동치는 요인
존재하므로, 정부에서 조정을 위한 지원 필요)
지난 3년간 가격 조정 정책, 특히 말고기 관련 정책을
썼으나, 가격하락 방지가 아닌 가격 안정책을 사용한
것임. 계절에 따라 가격이 큰 폭 변화하는데, 이를 조
정하고자 시도함.
큰 도시 위주로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육류(소비) 캠
페인을 실시 중이며, 도축장에도 지원을 계획 중임.(일
부 도축장 지원은 이미 실행되고 있음.)
개인이 육류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도 비축하
고 있어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에 이를 풀어서 가격 안
정화 하고자 시도함.
축산업자에 대한 낮은 이율의 대출 등을 계획하고 있었
지만, 예산이 승인이 나지 않아서 아직 시행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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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시간

교육내용


정책 및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식량/농업
정책 개관
(G. Suvdaa)







몽골 축산 가공
및 위생 통제
시스템
(김기성)



부문별로 이슈를 선정하여, 중요 부문에 대한 정책적
선택을 고려중임.
예를 들어, 농산물 수출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농업
자유 무역 지대 조성을 계획 중임. (2016~2021)
아울러, 혁신적 농업 기술 도입 지원 차원에서 인재 개
발 및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역시 실시
예정임. (2016~2021)
축산 부문의 경우, 축산물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
해 복합 사료 생산 지원을 계획 중임. (2016~2021)
위생 관리 시설, 특히 HACCP 기준에 준하는 관련 기
술 및 설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본 시범 가공
설비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함.
특히 냉동유통트럭 등 위생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갖
춰져 있어, 향후 몽골의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모범
시설로서 역할을 할 것을 기대

61

2) 토론 및 Action Plan 수립 내용
표 2-16. 몽골 현지연수 Acation Plan 발표 내용
이슈

해결 방안

담당 기관

- 축산 관련 정보 및
지식 전달력 부족
- 비싼 방송료
- 축산업자 대상 방
송프로그램 불충분

- 축산업자를 위한 방송 제작 및 정
기적으로 방송하기
- 자금조달을 국가예산에서 해결

몽골 정부, 농
업부, 재무부

2.

- 축산업자
대상
extension 서비스 확
대 필요

- 솜, 두렉 같은 행정지역에서 분기
마다 교육을 실시
- 교육계획을 지역별 특징에 맞춰서
세우기

농업부, 교육
부, 아이막/솜
등 지역 단위
의 행정지역장

3.

- 농촌개발을
위한
가공공장 설립

- 지역별 특징에 맞는 가공공장설립
계획을 세워서 실행

농업부, 산업부

4.

- 농업 제품 가격 하
락으로 인한 축산
업자 수입 감소 및
삶의 질 악화

- 농업 제품 가격하락 예방 정책 및
보호정책 도입
- 국내생산자 보호정책개선 및 보험
제도 강화도 필요

몽골 정부,
농업부

- 캐시미어 가격을 품질과 연동

5.

- 농업 제품 품질과
가격 간 연관성 부
족

6.

- 축산업자들이 부가
가치가 높은 가공
제품을 생산 못하
고 있음
- 사료공장 및 번식
공간 확보 필요

- 품목별 농장개발을 통해 본인이 생
산하는 고기를 가공포장을 해서 판
매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 사료공장 설립

- 연구진-생산자-소비자간 연결네트워
크 구성

7.

- 연구를 근거로 한
축산업 개발
- 최근
연구결과를
현지에서 도입하기
- 현대적 창고 부족
으로 품질 유지가
용이하지 못함

- 창고설립: 생산된 농업 제품 품질
이 떨어지지 않게 보관할 시설 좋
은 창고를 지역별로 설립할 필요.
특히 지역별 도축장이나 시장이 위
치한 장소에 창고 건설 필요

1.

8.

산업부,
산업별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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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몽골 축산에서의 현대 기술 도입과 부가가치 향상 및 정책
◦ 2조: 몽골 농축산업 기술지원(Extension) 서비스 강화와 수출 경쟁력 향상
- 수출품을 본국 생산력과 소비국가 관심분야에 맞춰서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을 실행할 필요
- 수출품 생산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일부 자금지원이 필요
- 수출품 종류와 품질기준을 시장조사와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할 필요
- 국제기준에 맞는 신기술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생산자들에게 지원
을 아끼지 않았으면 함(저금리 대출 지원 등)
-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생산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세워야 함
- 기후변화에 맞는 번식지 정책 필요
- 운송센터 설립(반가공 제품 및 축산업전문 Logistic center)
- 지속력이 있고 현실에 필요한 사업시행 및 시행방법을 좀 더 개발할
필요
- 수의학적 문제 해결 및 질병 발생 억지력(예방 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 수의사 교육진행 및 소규모 연구소 설립 필요
- 사료공장 설립 필요
- 북쪽으로 건너가는 셀렝게 강의 흐름을 남쪽으로 흘러가도록 공사함
으로써,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농업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
- 국가지원자금의 일부를 가축종목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
할 필요
- 농업부 같은 결정권을 가진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지식 확산 및 교육
에 신경 쓸 필요
- 가공할 자재준비, 품질개선 교육, 투자(저금리 대출, 자금지원) 등을
융합하여 모델이 될 만한 사업을 만들어서 개발할 필요
- 이력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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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아이막 및 경제 중심 지역마다 1차 가공공장 설립할 필요
◦ 3조: 몽골 축산 여건을 고려한 환경 조성 및 정책 지원 방안
- 주요 전략 수출품 선정 필요
① 육류, 양털, 캐시미어 (국내가공공장에 공급한 축산업자 대상 인센
티브 제도 도입 필요)
② 이력제 도입 (귀표달기, 백신 등) 필요
③ 시장 조사를 국내 및 해외 시장 대상으로 진행 필요
④ 축산 위생 관리 역량 강화 필요
⑤ 기대효과: 1) 국내 공장에서 가공된 유제품과 육류제품 증가, 2) 산
업 역량이 강해지고 일자리가 증가 ->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제품
품질 향상, 3) 지속가능 한 생산품이 생기며, 해당 농업 제품의 출신
지, 가공된 지역이 투명해짐, 4) 수입국가 기준에 맞는 기술력을 가
진 공장설립
- 법적 환경 개선 필요
- 1차 가공공장 설립이 필요하며, 축산업자 지원 저금리 대출지원 또한
필요. 아울러 은행에서 축산업자를 위한 특별상품 개발도 필요
- 같은 종목의 소/품종을 키우는 축산업자끼리 그룹을 만들어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필요
- 공공매체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데 신경 쓸 필요
- 과학적 발견을 축산업에 도입할 필요: 우리 전통적인 방목은 여러 가
지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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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결과
1) 강의
◦ 대부분의 연수생들이 강의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성실하고 적극적이었
으며, 특히 한국의 성공적인 정책 이행 사례 및 발전 경험에 대한 관심
이 높았음.
◦ 한국의 농축산 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강의와 몽골 농축산업 현황 파악
및 진단을 위한 현지 전문가 강의, 그리고 관련 토론이 적절히 배치됨으
로써 학습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함.
◦ 연수생들은 강의내용과 현장 방문 경험을 토대로 3개의 현안 분석 문건
과 토론주제를 준비함.
◦ 현안분석에서 주요 문제점과 현황들은 정리되었지만, 시행 가능 여부를
감안한 시행계획 수립 등의 부문에 있어 아쉬웠던 부분이 일부 존재함.
2) 현장 견학
◦ 현장 견학 시, 방문예정지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전
달받지 못하여 사전 학습이 어려웠음.
◦ 다만 현지 전문가/담당자들도 평소에 방문하기 힘든 농업 현장을 방문하
여 담당 전문가들이 현장 상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하는데 많은 도
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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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역
◦ 종종 통역 기자재의 오작동으로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통역사의 충분
한 사전 준비와 임기응변을 통해 연수생들의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됨.

1.2.6. 현지워크숍
□ 워크숍 개요
1) 목적
◦ 몽골 현지에서의 워크숍을 통하여 한국과 몽골 양국 농촌/농업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농촌 개발, 농가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몽골
수출 농업 발전 방향을 탐색해 봄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 도모
2) 일시 : 2016. 9. 7
3) 장소 : Chinggis Khan 호텔 (울란바토르 소재)
4) 참가 인원 : 약 100명(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및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 등)

66

5) 워크숍 프로그램
표 2-17. 몽골 현지워크숍 일정
일 시

프로그램

09:00~09:30
09:30~10:00

등록
개회식

10:00~10:40

몽골 농업 및 식품 생산
현황 (정책 과제와 가능성)

10:40~11:20

가축 건강 증진 프로젝트
시행과 과제

11:20~11:40

티타임

11:40~13:00

KAPEX 공동연구 “몽골 농
촌 지역의 수출 지향 농업
역량 강화 전략 수립” 최
종보고
축산업 가치 향상과 수출
경쟁력 강화

13:20~14:00

14:00~14:40

오찬

14:40~15:20

농촌 우유 자원을 활용한
수출입 지향 낙농산업의
대체재 개발

16:30~17:10
17:10~18:00

최용욱 등
1. J.Saule
(차관,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
2. 허장
(센터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개발 협력센터)
D.Tungalag
(식품생산정책이행국, 몽골 식품농
업경공업부)
S.Batsaikhan
(스위스 개발청)

T.Erdenechuluun
(몽골 자원농업경제학연구소장)

홍성구 소장
(코피아 몽골 사무소)

S.Tsetsegee
(국제낙농협회 몽골지부 사무국장)
G.Ganchimeg (Green Gold 프로젝트
마케팅 담당)

15:20~16:00

16:00~16:30

책임

티타임
종합토론
폐회사

1. E.Enkhee
(센터장, 몽골국립농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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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 내용
표 2-18. 몽골 현지워크숍 내용
발표명

시간

발표 내용



몽골 농업 및
식품 생산 현황
(정책 과제와

0.7

가능성)









가축 건강 증진
프로젝트 시행과

0.7

과제









KAPEX
공동연구 “몽골
농촌 지역의
수출 지향 농업

1.5



역량 강화 전략
수립” 최종보고


몽골 농업 부문은 GDP의 약 18%를 차지하며, 노동
인구의 33% 정도를 차지함.
식품/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편인데, 이 부
문으로 가는 민간 대출은 2.5% 정도임.
국가 전체 투자 대비 0.69%만이 식품/농업 부문에
투자됨.
축산물, 밀, 감자, 식물성 기름을 제외한 다른 부분
은 자급하지 못하는 상황
유제품의 품질이 낮음. (박테리아 및 체세포 관리 필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 가축건강 증진 위한
제도 갖출 필요 (가축건강 관련 체계적 인증 시스템
미비)
백신 관리가 어려움: 지방에서 냉장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이용한 백신 저장 및 이용이 힘듦.
백신 암시장이 존재하여 시장을 교란: 백신 관련 정
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시장이 기능하도록 유도할
필요
유목민들이 문제 발생 시 수의사들을 찾아오게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 수의사 인증 의무화 등
현지 사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
가축 건강 관련 전문가의 역량은 있으나, 축산인/유
목민들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실정
결국 축산물 품질/안전성 문제 해결 없이는 수출 불
가능
몽골의 대규모 가축 수에 적합한 관리 인력 양성 필요
축산업 부산물의 활용 잠재력이 크며, 이를 활용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축산 부문의 일부 질병 발생 빈도를
분석하였으나, 다른 관련 질병 발병 여부 역시 좀
더 확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변이할당 분석 방법은 몽골 지역 연구에 있어 과거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으로써, 향후 농축산업
및 농촌 부문을 넘어서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 가
능할 것임.
다만 본 연구 방법론이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의 특성
은 역시 한계가 있으며, 이는 농학, 지질학, 환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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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가치
향상과 수출

0.7

경쟁력 강화








농촌 우유


자원을 활용한
수출입 지향

0.7

낙농산업의



대체재 개발



농촌 자원
기반의 몽골
캐시미어/양모
수출을 위한



0.7


SDC Green


Gold 프로젝트

종합토론

0.5



기상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극복
될 수 있을 것임.
코피아 몽골 사무소에서는 몽골 축산 부문 유전자원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임.
한국은 외국에서 소고기를 20만 톤 이상 수입하고
있음: 향후 몽골의 수출 시장이 될 가능성
한국에서도 축산업은 현재 성장 산업임.
한국 젖소의 두당 연평균 산유량은 약 9,000kg: 많이
키우는 것 보다 잘 키우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초지 풀들의 영양소 함유량을 50%만 늘린다면 품질
향상과 더불어, 겨울철 영양실조로 유실되는 가축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스위스의 경우, 소규모 농장 가공을 통해 생산되는
축산품 양이 90%에 육박함: 몽골 현실을 반영하여
벤치마킹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능성 축산품 개발, 농장 관광 개발 등을 통해 농
가/유목민 소득 증진 가능성 타진 필요
축산품 수출을 위해서는 축산품 안전/품질 관리와
더불어, 수요 국가 소비자의 제품 선호도를 파악하
고, 이에 따라 제품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몽골 낙농산업은 국가의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른
부침을 겪어옴: 현재 전국 젖소 보유 두수는 약 백
만 두
최근 몽골산 우유 생산이 증가 추세이며,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음.
우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농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만큼, 농촌 지역 낙농가로 부터의 우유 수집 및 가
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지방의 축
산 가공 기반 시설 부족 및 운송 인프라의 열악함
극복 필요)
야크와 염소의 털을 손질하는 기간이 중복됨: 협동
조합 조직 및 가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국제시장에서는 캐시미어 제품에 대한 녹색인증을
요구
자본 접근성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국제시장에
진출하는데 제약 존재
야크와 낙타 섬유 제품 색상의 제약: 천연 염색 등
활용하여 제품의 한계 극복 필요
중동 등 수입의향이 있는 국가가 많음: 품질 개발을
통해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수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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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캐시미어/양모 제품의 품질이 좋은 편이지만, 수요
국가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
철저한 시장 조사 실시 필요
축산품 마케팅과 품질 개발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
요: 현재까지 생산, 건강관리, 마케팅 등 따로 작동
하는 경향이 있었음.
사료 작물 관련 질병의 통제 필요: 두 당 생산량 증
가를 위해서는 사료 작물 개발과 관리 필요

1.3. 인도네시아
1.3.1. 사업주제
◦ 쌀 손실 감소를 통한 식량안보강화

1.3.2. 정책협의
□ 주요내용
1) 목적
◦ 2016년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 추진을 위한 양 기관 (농경연-인
도네시아 농업연구개발부) 협의의사록(RoD) 서명 및 관련약정(ToR) 협의

◦ 당해 연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국 협
력부처 관계자와 향후 추진 방식, 일정, 추진단 구성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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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조사, 국내 초청연수, 현지연수, 정책협의 워크숍 개최 등의 방식 및
일정 논의
2) 기간 : 2016. 1. 25.~1. 29.
3) 대상기관 : 인도네시아 농업연구개발부
4) 세부 내용
◦ 2016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 대상국인 인도네시아 농업연구개발
부(IAARD)와 연간 추진 계획 논의
◦ 인도네시아 농업부 소속 수확 후 관리 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세부분야 선
정에 따른 공동조사 연구진 구성 및 일정 협의
◦ 초청·현지연수 및 장기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수립 및 방식과 일정에 대
한 협의
◦ 착수보고서 제출 일자 및 검토의견서 송부 절차 내용 전달
- 주요 일정은 아젠다의 내용을 기반으로 추후에 카운터파트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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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공동조사
□ 주요내용
1) 주제: 쌀 손실 감소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2) 기간 : 2016. 4 1~ 9. 30
3) 1차 공동조사 : 2016. 4. 18 ~ 22
◦ 2016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 대상국인 인도네시아 수확 후 관리
연구개발센터(ICAPRD)와 공동연구 내용 및 방식, 연구 범위 확정
◦ 유관기관 및 현장방문을 통한 인도네시아 쌀 수확 후 관리 실태 파악
- 소규모 농가 vs 상업농 등 대규모 농가 수확 후 관리 실태 비교
◦ 현지조사결과와 한국의 관련경험을 연계하여 인도네시아에 현실적용 가
능한 방안 도출 모색 및 ODA 지원사업 발굴
◦ 인도네시아 쌀 수확 후 관리 현황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농업정책 분석
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농업 발전을 위한 자문
[부록 5] 인도네시아 1차 공동조사 출장 결과보고 참조
4) 2차 공동조사 : 2016. 8월
[부록 6] 인도네시아 2차 공동조사 출장 결과보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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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초청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쌀 수확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농촌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
고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
◦ 강의, 현장견학, 토론 등을 통해 학습 한 것을 적용하여 수확후관리 체계
를 이해하고 관련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식량안보강화
및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
2) 일시 : 2016. 5. 22 ~ 28(총 7일, 입·출국일 포함)
3) 방문기관
◦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식량과학
원, 농촌진흥청, 새만금 종합미곡처리장(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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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석자

표 2-19. 인도네시아 초청연수 참석자
이름

기관

직급

1

Dr. Ridwan Rachmat

ICCR(인도네시아 쌀연구센터)

부장

2

Dr. Dody D. Handoko

ICCR(인도네시아 쌀연구센터)

연구원

3

Zahara Mardiah, MSc

ICCR(인도네시아 쌀연구센터)

연구원

4

Dr Sri Hery Susilowati

ICSEAP(인도네시아 농업사회경제센터)

부장

5

Dr. Heny Mayrowani

ICSEAP(인도네시아 농업사회경제센터)

연구원

6

Ir. Sigit Nugraha

ICAPRD(인도네시아 수확후연구개발센터)

연구원

7

Ir. Suismono, MS

ICAPRD(인도네시아 수확후연구개발센터)

연구원

8

Resa Setia A, STP, MSi

ICAPRD(인도네시아 수확후연구개발센터)

연구원

5) 일정

표 2-20. 인도네시아 초청연수 일정
날짜/시간

세부 일정

5월 22일(일)

인천공항 입국 (08:55, OZ762)

5월 23일(월)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 강의

10:00~10:30

기관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10:30~12:00

액션플랜 설명 및 브레인스토밍

12:00~13:00

환영오찬

13:30~15:30

[강의 1] 한국농업의 발전

16:00~18:00

[강의 2] 쌀 수확후관리 체계

5월 24일(화)

현장견학

10:00~12:00

[강의 3] 쌀 산업 발전

12:00~13:00

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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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

세부 일정

13:00~15:00

이동 (서울⟶평창)

15:00~17:00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 연구원

17:00~19:00

이동(평창⟶호텔)

5월 25일(수)

강의 및 현장견학

08:30~10:30

이동(호텔⟶대전)

10:30~12:00

국립중앙과학관 견학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이동(대전⟶ 호텔)

15:00~17:00

Action plan 수립

5월 26일(목)

현장견학

08:00~10:00

이동(호텔⟶ 전주)

11:00~12:00

농촌진흥청 과학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30

식량과학원

15:00~16:30

새만금 RPC 견학

16:30~18:00

이동(전주⟶ 나주) )

5월 27일(금)

수료식

09:00~10:30

Action Plan 수립

10:30~12:00

Action plan 발표 및 수료식

12:00~13:00

환송오찬

14:00~

이동(나주⟶ 서울)

5월 28일(토)

출 국(17:15, OZ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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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결과
1) 교과목별 연수 내용
표 2-21. 인도네시아 초청연수 내용
교과목명 (강사명)

한국경제와 농업발전
(최정섭)

교육내용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 일반
- 한국의 지리적 위치, 인구통계학적 특성, 행정자치
구 구성, 간략한 역사 소개
 한국농업의 변천
- 대부분의 농가는 가족농 형태를 보이며 농가수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농가 당 면적은 확대되고 있음
노령화인구(65세 이상)는 한국 전체 인구의 14%이
나, 농촌에서 는 33%의 비율을 보임 .
- 비 농업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농간 수입격차는
증가
- 곡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쌀
소비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식문화의 다변화,
서구화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 (지방, 단백질 섭취
증가)
- 농업 생산 트렌드의 가장 큰 변화는 곡물소비 감소
와 축산업 기하급수적 확대로 볼 수 있음
- 현재 돼지 사육 두수 가 약 1천만에 달하는 등 돼
지와 닭고기 소비가 최근 가장 큰 변화이나 반면
돼지를 키우는 농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5천 농가로 대규모 농가 위주로 돼지 사육이 이루
어지고 있음, 이는 개인농가가 아닌 기업 규모 농가
의 생산의 확대임
- 닭을 사육하는 농가수는 3천만 농가로 현재 약 1억 5천만
두수가 연간 사육되는 등 축산 생산 구조가 급변하고 있음.
 한국농업과 경제
-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농촌발전이 저
해되고 있으며 농촌지역발전에 여러 가지 당면과제
를 제기, 이는 종합적인 지역발전정책 프로그램과
다루어져야 하며 최근 ‘그린투어리즘’이 해결방안으
로 논의 되고 있음.
- 비농업 수입의 증가 및 도농소득격차 심화
- 이전소득은 도시에서 보내주는 금액+ 정부 보조책을
의미하며, 이전소득은 2005년부터 비슷한 수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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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도 비슷한 수준, 비농업 소득이 소폭 증가
- 축산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곡물자급률이 줄어드는
데, 이는 곡물생산이 감소하는 반면 사료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료 수입 증가하고, 실제 곡
물자급률이 감소하게 되는 것임(현재 25%)
- 농업, 농촌, 식품산업의 변화(요약): 곡물 재배 면적
감소, 가축사육 두 수 증가, 가족농의 경영주의 급
속한 노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이농현상 심화,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쌀 소비량 지속적인 감소,
사료곡물 다량 수입
- 한국의 농업발전 전략(요약): 수출지향적 농업 성장
(1964년 1억 달러 수출, 현재 수출액 5700억)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농업의 역할이 크
지 않았으나, 노동력과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40년
전 대비 40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전체 GDP에서 농
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에서 2%로 감소. (전체
경제성장이 500배 성장한 것이 그 이유). 따라서 경
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상대적인 비중은 적지만
농업의 중요도는 여전히 강조되어야 함.

[ 질의응답 및 코멘트]
 쌀 소비 감소의 이유가 한국 정부가 밀 소비 진작
을 위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 이유인지? 한국전쟁
이후 쌀 수급 부족시 미국에서 밀 수입 대량 증액
한 적이 있으나 식습관의 서구화가 가장 큰 요인
으로 작용함
 한국 농식품분야에서 쌀과 밀 소비 중 유리한 생
산·소비 작목은? 국내에선 밀 재배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쌀 소비가 국내 농업분야에 더 도움이 됨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농업소득 증가를 위
한 정책은? 우선,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의 개념을
구분해야함. 농업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장가격
을 조정해야하는데(가격지지),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로 보상
함. 따라서, 농가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을 정부에서
하고 있으며 만약 정부의 가격지지 정책이 있다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므
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정책일 것임
 현재 농가지원금액은 1년에 평균 1백만원 수준인
데 이는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생산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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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혹은 수입지원금인지? 대부분 수입지원금
(Income support by direct payment임). ex) 핵타르당
1백만원. 생산, 투입과는 무관함.
빈곤감소를 위해서 농업의 역할은 매우 필수적인
데, 지도자 의 리더십, 투자, 농민의 참여. 교육훈
련 및 물질적인 인
프라지원 사업이 병행 되
어야 함.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농촌 지역 청장년
층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Q. 인도네시아의 경우 쌀 수확부터 저장까지 다양한
문제가 있으나, 수작업 방식으로 진행. 저장 또한
소규모, 재래식으로.. 기계화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야외 건조.. but 우기와 건기가 반 년간 지속. 건조
기 비용이 비싸서 기계화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도정시설 또한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
정. 쌀 수확부터 도정까지, 기계화 진행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힘든점이 많은데, 한
국 정부가 수확후관리 기계화를 위해서 지원했던
정책이나 기계화 방안책이 있었는지...?
 인도네시아는 건조되지 않은채로 중간 상인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중간소매상이 건조과정을 거치고
있음. 현재 한국의 경우 농민이 수확후관리 과정
중 어디까지..?

쌀 수확후관리 체계
(이정일)

 국내 쌀 정책 및 수확후관리 과정
 한국의 경우 2001년 쌀 정책에 변화가 있고 우리
니라의 쌀 산업정책이 바뀜에 따라 각 부처의 어
려움 중심으로 사례 구성
 쌀 품질 관리가 가장 어려운 단계는 품종혼배 부
분으로 일본 등 수확후관리 5~6%의 품종혼배 현
상이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이상 발생(도정
후 유통과정에서)
 수확전관리와 수확후관리(건조, 저장, 유통단계인
수확후관리 기술)이 모두 벼의 품질에 영향을 주
며 수확전관리에서생산량이 결정됨. 이후, 수확-건
조-저장-도정 단계를 거치며 쌀의 품질이 결정.
 벼의 수분함량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4시간 안
에 건조를 시켜야하는 것으로 지도 (수분함량
22~25%가 수확 적기), 수확적기에 수확된 벼는 8
시간 이내에 건조하도록 해야함.
 적산온도(1100도씨)란, 이삭이 패자마자 매일 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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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더한 것 (급조생부터 완생종까지 있는데)
벼가 익는 기간은 평균 40일임. 즉, 벼가 이삭이
패서 수확할 때까지 일별 평균온도를 합산 한 것
이 적산온도임.
(수확) 수확에 사용된 도구로는 1970년대는 낫으로
직접 수확, 77년도 바인더 등장, 그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수동식 탈곡기 이용, 1980년 후반기부터
콤바인 기계 도입, 수확과 탈곡을 동시에 진행가
능.
콤바인 이용시 1ha의 경우 30분 소요되며 인디카
품종의 경우 10~15% 손실률이 있기 때문에 RPM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도교육 해야함.
(건조) 건조과정에서는 온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
종자용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 40도씨, 식용은 50도
씨. 55도씨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45도씨 이상
에서 건조하게 되면 발아율이 98% 이상임.
(투입) 2001-2004년 당시에 비료를 약 30% 줄이는
정책을 폈으며 이로 인해 완전미가 다량 생산 가
능해짐.
비료사용 권고량은 자포니카의 경우 2001년 이전
표준 시비량 1ha 당 100kg이고, 이후 기술 개발 후
에는 90kg로 감소
(저장) 저장온도는 15도씨 적절, 저장시설을 만들
어 건조와 저장 동시에 하는 DSC로 발전함.
자포니카와 인디카 품종의 생산 비율은 자포니카
의 경우 1핵타르당 5~5.5 톤/ 자포니카는 1핵타르
당 8톤~9톤
DS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 순환정도인데 계
절별로 상단부와 하단부의 수분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수분함량도 차이로 비용이 증가
함.
(도정) 도정 후 쌀 수분함량 15%를 유지하기 위해
서 포장이 중요하며 수분함량 14% 수분 권장은 90
년 대 까지 지속됨.

[ 질의응답 및 코멘트]
 인도네시아에서는 수확후 건조 단계에서 아스팔트
에서 벼를 건조하거나, 야적에 두기 때문에 파쇄
미가 다량 발생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수확후관리 시점이 지연 되
거나, 건조시설 50%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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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농업기술연구 협력
(김태윤)

어려움이 있었음.
비닐하우스에서 건조할 시에는 온도와 습도 조절
이 힘들고, 습도는 가급적 낮게, 온도 45-50도 유
지하는 것이 이상적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쌀을 60-70도에서 건조하고
있으며 높은 건조 온도로 인해 발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곰팡이, 싸라기 등 손실이 다량 발생함.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1년부터 3년간 정부가 건조
기술 및 기계 지원 20% 내외였으나, 10년 내에 기
계 건조율을 9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
한국에서 농민들이 쌀을 팔 때 도정한 상태로 판
매하게 되는지? 대부분 도정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RPC에 판매하게 됨
한국에서는 건조기계를 농민들이 갖고 있는지 아
니면 주변농민과 함께 공유하는지? 건조와 저장을
겸할 수 있는 시설이 노동협동조합에 주로 있고,
대형 쌀 가공업체가 있음. DSC와 같은 시설을 구
매하고 나서 수하시설을 통해 건조와 도정, 저장
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
수확후 건조시 볏짚 위, 걸어서 말리든지 아니면
아스팔트에 말리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볏
짚 위에 말리는 것은 양이 많을 경우 번거로움,
아스콘 위에 말리는 것을 조금 두껍게 널면서 하
루에 두 번 정도 수분 측정을 하도록 해서 알맞은
수분함량(15-20%)되면 거두어들임.
한국에서 재래식으로 벼를 건조하는 비율이 얼마
나 되는지?소규모 농가 경우 외에는 없기 때문에
3-5% 로 추정됨
인도네시아의 쌀 도정율은 70%정도로 낮고, 벼의
약 20%는 손실되는데 한국에서 쌀 도정율이 높
은 이유는? 쌀 품종 (인디카와 자포니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료, 불완전미를 적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함.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학-연-산 협력
- 2014년 농업기술 분야를 특화한 평창캠퍼스 설립이
후 연구 및 교육, 산업협력을 통한 그린 바이오 연
구기관으로 서의 비전 및 목표 소개
- 주요 연구 분야로는 친환경 동물 과학(동물복지 향
상), 바이오 식품 산업, 종자 기술(종자이식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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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코 단지 조성(온실가스 감축) 등
- 그린바이오 과학기술 연구원과 국제농업기술 대학
원은 캠퍼스내의 입주 하고 있는 회사와 연계를 통
해 연구-투자의 시너지 효과 기대

바이오연료에너지
(최준원)

 바이오매스(biomass)의 개념
- Biomass의 화학적 성분: cellulos (예를 들면 glucose)가
바이오매스의 주된 성분이며 전체 50%정도 차지함.
- Bio-fuel conversion process: 여기에는 두 가지의 주요
변환과정이 있는데 1) biochemical conversion 2)
thermochemical conversion의 과정으로 바이오 fuels가
생성
 팰릿(Pellet)
- Pellet에도 종류가 다양하며 나무 pellet은 가장 간단
한 바이오연료 전환방식임. 이는 높은 밀도, 낮은
수분함유율 등의 장점이 있으며 나무 이외에도 다
양한 것으로 pellet을 구성 가능
- Pellet의 장점: 친환경적(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음)
이며 가장 간단한 변환 방식이며 생산과 관리가 쉬
우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 Pellet은 유럽에서 가장 대중적인 바이오매스이고(생
산과 소비 측면) 특히, 북유럽권(핀란드, 스웨덴)에
서 주로 생산되며 한국에는 20개 이상의 플랜트가
있음. 주목할 만한 점은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는 것임. (생산: 2009년에 8470톤, 2015년에
130,000톤 / 소비: 2012년 174,000톤, 2014년 1,800,000
톤) 이처럼 급격한 소비로 인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발생함. (주로 베트남, 캐나다, 중국, 말레시
아, 태국, 미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수입하며, 수입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음.)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 Biochemcial 변환과정으로 생성되며 나무, 사탕수수,
옥수수 등으로 바이오에탄올 생성
- 바이오에탄놀 생성과정: pretreatment(팽창),
saccharificiation(효모 반응) , fermentation(발효) 세 단
계를 거침.
- 미국과 브라질(자동차 가솔린 엔진)에서 주로 사용
되며 (전체 소비량의 95%), 중국도 사용하나 미미한
수준임. 한국은 바이오에탄올 대신 바이오 디젤은
사용
 열분해(fast pyr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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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및 특성: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바이오메스 생성
과정이며, 모든 종류의 바이오매스(다만 inorganic 성
분이 많으면 어려움. 따라서 쌀은 적절하지 않음)가
가능. 중요한 것은 공기 없이도 만들어짐. 액체 연
료의 생산량이 많으며 향후 운송수단 연료 및 화학
연료로 사용 가능성 있음.
- 적절한 바이오메스의 예: 목질섬유소(Lignocellulosic)
바이오메스(에너지작물),
재생
바이오매스(waster
biomass), 코코넛 껍질, 커피 찌꺼기, 과일껍질, 담배
잎 등이 있으며 공통된 특징은 수분함유량이 높아
이를 높은 수준의 오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임.
 바이오 오일
- 정의 및 특성: 생산성이 매우 높은 것이 주요 특징
이나, 오일에 물과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저평
가되어 있음.(단순히 난방 연료로만 평가되고 있음).
더 비싼 교통 연료로 만드는 것이 목표임.
- 단점: 습도, 산도, 끈적임, 낮은 열 방출
- 가장 유명한 방법 중 하나는 hydro de oxygenation으
로 R이 과정을 거치면 경유, 중유로 나뉘며 중유
생산이 목적임. 이 방법을 통해 수분 및 산소, 점성
이 줄어들고 생산량은 전체 투입의 35~55%정도임.

농장 자동화 기술
(강진호)

한국의 쌀 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
(박평식)

 농업분야 u-ICT 기술 활용 분야
- 시설 원예농업 분야 자동화 관리 기술: 온실관리항
목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사무실 또는 가
정에서 자동제어(인터넷 온실), 온실 관리항목을 스
마트 기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언제 어디서나
자동제어 가능한 스마트팜 소개
- u-ICT 기술을 이용한 소 개체 이력관리 시스템, 자
동 로봇 착유 시스템, RFID 개체관리 기술과 로봇
착유시스템을 도입한 USN 스마트 낙농목장 활용
사례 설명
- USN 스마트 낙농목장에서는 RFID 개체인식에 기반
한 낙농 개체관리 4대 요소 통합관리 솔루션을 제
공하고, 개체관리와 THI(Thermal-Humidity Index) 기
반 환경관리 연동, 생산성 극대화와 동물복지 추구

[강의 및 질의응답]
1. 한국 쌀 산업의 환경적 변화
 세계 경제, 기후변화, 과학 기술 발전, 삶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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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노령화는 세계 트렌드로 요약 할 수 있음.
한국 농업의 쌀 시장 개방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건임. 인도네시아에서도 쌀 관리가 국정 사업에
서 아주 중요하다고 알고 있음. 한국도 마찬가지
로 70-80년대까지 유사한 상황이었음.
1994년 WTO 무역자유화로 인해 농산물 거래를 개
방하기 시작함. MMA(최소시장접근방식)로 4-8%
관세화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 관세화가 유예되었
음. 작년 2015년부터는 완전 관세화 되기 시작. 따
라서 의무적으로 시장에 10% 수입하게 되었음. 그
래서 쌀 산업도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게 됨

Q) 예전에 1ha에 20명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1명의 노
동투입으로 노동력이 절감되었음. 이전 농업 종사
자들은 어떤 산업분야로 흡수되었는지?
 대부분이 도시 산업으로 가게 됨.
 1970~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농업인구는 44.7%에
서 현재 5.4%만이 종사하고 있음.
 고령 인구의 비율은 4.9%에서 39.1%로 증가함.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은 25.4%에서 1.9%로
감소
 한국의 벼농사 패턴은 토지 중심적 농업에서 산업
화로 인해 기계화가 진전이 되었고, 쌀 이외의 농
업은 시설 작업화가 됨.
Q)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때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연령대는 다양하나, 학교 진학의 이유가 많음. 고
등학교 혹은 대학교 진학 등
 한국의 식량 수급 현황, 쌀 자급률이 100% 이상으
로 유지하고 있다가 의무 수입량 때문에 5%정도
감소하였음, 2024년 경에는 90.2%로 예상 됨.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의 자급량은 매우 낮음. 보
리는 약 25%, 밀은 수입하기 때문에 0.7%, 옥수수
도 마찬가지로 0.8%, 두류는 약 11.3%, 전체적으로
는 약 24%가 됨.
 매년 1,500만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으나, 직접 식
용이 아닌 가공 혹은 사료용이 많음. 사료용을 제
외하게 되면 식량자급률은 약 50%가 됨.
Q) 외국 농산물을 수입할 때 국내 가격이 영향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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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다. 특히 밀과 옥수수가 수입 비율이
높고 국내 생산량이 적어 국제 곡물 가격에 영향
을 받게 됨. 가공 후 재수출 비율도 높음.
한국의 쌀 생산량은 2008년 약 480만 톤에서 최근
에는 줄어드는 추세. 2015년 433만 톤, 재배면적은
799,816 ha. 규모로 봐서는 인도네시아보다 작지만,
인구 수 대비 고려하면 충분한 양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0년대 140kg에서 65kg까
지 감소
409,000 톤의 쌀이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음

Q) 쌀 수입은 어느 국가
 중국, 미국, 태국, 호주 순으로 수입을 하고 있음,
수입되는 양의 70%는 가공, 30%는 식용
 따라서 초과공급으로 인해 쌀 재고가 넘치는 문제
가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는 수출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한국 교민
이 살고 있는 시장에 일부 수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약 2,000톤을 40개국에 수출하고 있음. 이는
호주나 미국의 한국 교민이 많은 곳으로 수출.
Q) 수입한 쌀을 판매할 때 정부 보조금이 있는지?
 없다. 이미 수입한 쌀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어도 됨.
2. 쌀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
 5년 주기로 쌀 산업이 변화해 왔음. 정부가 높은
가격으로 쌀을 구매해 싸게 판매하는 이중곡가제
를 시행.
 1996년에 쌀 산업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쌀 수급
불안정 관련, 우량 농지 보존 투자, 정부 수매 강
화 제도 도입.
 2000년대에는 양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농정이
변화. 쌀 재고가 넘쳐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도입.
 2005년에는 쌀 수급을 민간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
시킴. 정부 수매제를 완전 폐지. 소득 보전 직불제
를 도입. 이는 WTO 보조금 규제 때문에 직접 지
불제를 통해 지원하게 됨.
 2015년부터는 관세화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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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면 수정. 주요 내용으로는 농가소득 안정화,
쌀 산업 경쟁력 제고, 소비 촉진, 수출 확대. 기존
정책에서 완전 변화하게 됨.

Q) 인도네시아에서는 쌀에서 다양한 식품으로 변화시
키려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급격히 쌀 소비가
줄어들었는지?
 급격한 서구화 원인. 밀가루, 채소, 육류로 소비량
이 전환
Q) 논 규모를 늘리는 작업에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되
었는지?
 협동조합은 관여하지 않았음. 몇 개 농가가 그룹
화하면 그 그룹에 집중하는 방식
Q)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원금만 받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
 정부 보조금이 거의 사라져서, 스스로 영농회사
혹은 조합을 만들어 법인을 구성하는 단체인 경우
에만 지원받을 수 있음.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정부가 목표 가격을 설정해 가격이 떨
어지는 경우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방식. 예를
들어 한 가마에 173,779원에서 농가수취가격은
185,288원이 되고 목표가격대비 108.9%가 됨.
 고정직불금 도입하여 2005년 60만원에서 2014년 90
만원/ha 증가
Q) 쌀 품질이 좋지 않을 때에도 정부 보조가 이루어
지는지?
 쌀 품질 보다 생산량의 중요성을 보고 있고, 만약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해당 농가가 책임을 지게
됨.
 RPC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초기에 너무 많이 건설한 것이 문
제임.
Q) 50ha 이상 규모로 운영할 때 논을 분리시켜서 하
는지?
 0.4ha 위주로 나뉘어 있고, 기계 작업만 공동으로

85

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하게 됨. 정부 정책은 조금씩 늘려가며 방향을 잡
고 있음.
수확 후 관리를 위해 만든 RPC는 너무 많이 건설
되어 통폐합을 하고 있음

Q) 고정 직불금의 경우 85% 보전이 된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농식품부 산하, 읍면 동사무소에서 심사하여 적격
농가에게 제공. 신청하고 승인을 거치면 받을 수
있음.
Q) 농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쌀을 판매한다고 했는데,
중간상인이 있는지 아니면 직접?
 시장의 자율이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음 중개상
인이 많았으나 지금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
고, 농민 단체끼리 하는 경우도 많음.
 한국 쌀 수입량 작년 409,000 톤
Q) MMA는 누가 의무를 지우는지?
 WTO가 요구한 사항임. 쿼터를 확보한 중국, 미국,
태국 순서로 수출 가능하게 되어 있음. 농수산유
통공사가 수입을 담당하고 있음.
3. 쌀 산업 발전 전략
 소득 경영 안정화, 쌀 경쟁력 강화, 쌀 소비 증진,
수출 증진
Q) 직접지불제의 경우 조건은 ?
 2ha 미만 농가 대상으로 지급
 농기계 구입에 대한 이자율 인하 정책,
Q) 개발 및 시험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농진청에서 연구가 이루어짐.
Q) RPC에 판매하지 않는 경우 제재가
 민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자율에
컨트롤 할 수는 없음.
 정책 방향은 수출 지향으로 바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고품질 쌀을 확립하는 것이 또한

있는지?
맡긴다. 정부가
시점임. 품질과
중요함. 농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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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보다는 품질이 중요한 것에 대한 인식이 변화
함. 그래서 한국에서도 수확 후 관리 기술이 중요
함. 저온 저장 및 가공 기계와 관련
생산비 절약이 필요. 경영 규모가 국제적으로는
작기 때문. 요즘은 직파재배 기술로 교육을 많이
하는 추세. 농가들은 이미 이앙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도 따라오는 편은 아님.
해외 시장에 대한 수요 커져서, 해외 시장 정보에
관심 증가
대규모 수출단지 사례로는 충청남도 당진이라는
곳에 540ha 간척지가 있음. 일반 농가에게 분양을
해줌. 200ha 정도 정부가 관리하는 땅이 있는데,
작년부터 수출 및 가공 목적으로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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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학습 내용

표 2-22. 인도네시아 초청연수 현장학습 내용
방문지

국립중앙과학관

내 용





자기부상열차 원리 소개 및 탑승(30분)
야외 과학관 관람
상설전시관 관람(한국과학기술의 발전 과정, 선조들
의 과학 등)

RFID 개체관리 기술과 로봇 착유시스템을 도입한
USN 스마트 낙농목장 소개
- RFID 개체인식에 기반 한 우군 각 개체의 개별
특성에 맞춘 착유, 사양, 번식, 질병관리 가능
- DeLaval VMS 로봇착유기 2대 보유(상시착유두수 120
두 규모)
- 외부환경에 연동한 우사 내 환경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산환경 유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실험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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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기관 소개
한국농업의 발전 설명
농업기술 보급 체계 등
작목별 수확 및 선별과정 전시 관람



식량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바이오 작물 등의 품
종개량, 재배법 개선, 생산환경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 연구 기술 지원 업무 소개
작물유전, 육종 및 생리생태 연구 소개

농촌진흥청 홍보관

국립식량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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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농산 RPC

쌀 수매 가격 및 생산 공정 질의응답
수확후처리 과정 소개
가격 및 유통 체인 설명
공장시설 견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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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 토론 및 Action Plan 수립 내용
◦ 인도네시아의 쌀 수확 현안 파악 및 도전과제
- 현재 쌀 수확후 손실은 약 13%이며, 쌀 수확후 기술력이 낮음. 또한
소규모 쌀 생산 농가에서 관련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쌀수확후 손실을 감소하기 위하여 농가의 기술 및 경영 능력 강화 및
농가를 지원하는 기관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련 기술을 전파할
수 있으며, 쌀 수확 및 유통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함.
□ 모니터링 결과
1) 강의
◦ 2016 KAPEX 인도네시아의 주제와 밀접한 쌀 수확후관리에 초점이 맞
춰진 연수프로그램(강의 및 현장학습 등)을 제공하여 연수생들의 관심도
및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방적 강의 형식이 아닌 질의응답 위주
의 강의가 진행되어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
음.
◦ 동 과정에서는 한국어-인도네시아어 통역이 진행되고 강의 자료 또한 번
역본이 제공되어 연수생들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2) 현장학습
◦ 인도네시아 측에서 요청한 과학기술 박물관 및 수확후처리시설(RPC)등
을 방문하여 수확후관리 체계 및 한국 농업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서울
대학교 농업기술 대학 방문을 통해 향후 인도네시아 농업기술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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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생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을 논의 함.
◦ 인도네시아 측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쌀
수확후관리 기술 수준의 차이로 인도네시아 실정에 맞는 적절한 곳을 섭
외하지 못하거나 벼 육묘장의 경우 모내기철 분주한 시기로 인해 방문하
지 못하였음.
3) 통역
◦ 농업전공자 및 인도네시아어 전문통역사가 채용되어 강의가 진행되었으
며 현장 학습 시에도 동행하여 질의응답 내용이 다양하고 심도 있게 다
루어 질 수 있었음.
4) 초청연수생 인터뷰 및 기타 개선점
◦ 강의 통역 시 보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통역사를 채용하고,
교수님 강의의 경우 영어 가능자로 섭외요청
◦ 강의 피피티 자료 외에 세부 정보를 위한 요약본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
음. (수치, 가격 관련 세부 수치 등)
◦ 비자 발급 문제는 국가별로 상황, 시간, 조건이 상이하므로 미리 여유롭
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청연수생별 관심 분야는 다를 수 있지만 현장학습 및 견학은 전반적으
로 유익 하고 강의와 현장학습 실습 수의 균형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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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현지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쌀 수확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의 농촌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
고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
◦ 강의, 현장견학, 토론 등을 통해 학습 한 것을 적용하여 수확후관리체계
를 이해하고 관련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식량안보강화
및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
2) 일시 : 2016. 8. 7~ 8. 13(총 7일, 입·출국일 포함)
3) 방문지역 : ICAPRD, ICCR, ICSEAP, 소규모 제분 공장(카라왕), Perum
Bulog Sub-Divre, 자틸루허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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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석자 : 총 25명

표 2-23. 인도네시아 현지연수 참가자
이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H. Dariswan
Aminudin
Yusa Oktopriyono, SE
Saeful Hadi, SP
H. Sitatang
Ir. Endang Kimo, K
A. Muharam, SP
Kartawi
Frima Agung Nitipraja
Rikky Faturochim
Ade Suhandi
Eman Sulaeman, S. St
Ir. Wahyung Kusuma Sejati
Nikmatul Hidayah
Suparlan
Wasito
Heru Susanto, Ssi, MSc
Pencius Siburian
Carma Harismaya
M.Tahyudin
Hari.Ahmad Jajuli
Ibrahim
Dadang Sudiman
H.Anwar
Heri Susanto

기관
농민 단체 소속
쌀 정제 회사
농업부
농업기술보급 단체
농민 단체
농업기술보급 단체
농업부
쌀 정제회사
Bulog(쌀 재고관리처)
Bulog
지역 통계처
지역 통계처
ICCR(인도네시아 쌀연구센터)
ICCR
ICCR
ICCR
ICCR
Bulog
농민단체
쌀 정제회사
농업 기술 보급국
농업부
농민단체
농민단체
ICCR

직급
농민
메니저
사무관
기술보급자
농민
농민
사무관
메니저
직원
직원
직원
직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직원
농민
메니저
기술보급자
사무관
농민
농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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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정

표 2-24. 인도네시아 현지연수 일정
날짜/시간

세부 일정

8월 08일(월)

개회식 (머큐어 호텔)

08:00~09:00

등록

09:00~10:00

환영사 및 답사

10:00~10:10

사진촬영

10:10~10:20

휴식시간

10:20~11:15

쌀 수확 후 손실 최소화 방안 : 기술과 규제적 접근

11:15~12:00

새로 개발된 쌀의 품종 및 씨뿌리기

12:00~14:00

점심식사

14:00~15:30

쌀 수확 후 손실 최소화에 대한 경험과 기존 문제해결 방안

15:30~

휴식시간

8월 09일(화)

강의

08:30~09:20

쌀 보급 및 저장 시스템

09:20~10:10

인도네시아의 쌀 시장과 분배의 일상

10:10~10:25

휴식시간

10:25~11:15

쌀 수확 후 손실 최소화를 위한 수확 및 탈곡 기술

11:15~12:00

쌀 수확 후 손실 최소화를 위한 건조 및 제분방법

12:00~13:30

점심식사

13:30~14:30

수확 후 제분단계에서의 쌀 손실 측량 방법

14:30~15:30

쌀 수확 후 손실 과 쌀알 품질 분석

8월 10일(수)

현장견학 및 강의

08:00~10:00

소규모 제분 방문 (카라왕)

10:00~11:00

Perum Bulog Sub-Divre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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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

세부 일정

11:00~13:30

점심식사 (자틸루허 댐)

13:30~14:30

이동 (호텔)

14:30~15:15

쌀 수확 후 손실 최소화를 위한 한국의 농업 기술 보급

15:15~16:00

한국의 쌀 산업 발전

8월 11일(목)

강의 및 워크숍

09:00~10:30

국가적 쌀 손실의 측정 방법

10:30~11:00

휴식시간

11:00~12:00

워크숍 참가자 등록

12:00~13:30

워크숍 환영 오찬

13:30~14:00

환영사 및 답사

14:00~14:40

공동연구 중간보고 (KAPEX-인도네시아)

14:40~15:00

중간보고 검토

15:00~16:30

토론

8월 12일(금)

요약 발표 및 폐회사

08:00~09:00

쌀 수확 후 손실 최소화를 위한 경험 및 기존 문제해결 방안 요약

09:00~10:00

토론

10:00~10:10

휴식시간

10:10~10:30

현지연수 평가

10:30~11:00

폐회사

11:00~12:00

환송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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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및 워크숍 결과
1) 강의 내용
표 2-25. 인도네시아 현지연수 강의 내용
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농업발전 및 수확후관리 당면 과제
- 소규모 농가와 연관되는 식품, 사료, 산업, 에너지의 공통
된 당면 과제는 토지, 수자원, 기술 및 생산시설, 인프라,
자본, 규제, 제도적 문제로 규정지을 수 있음 .
- 생산 후 손실의 비율은 다소 높은 편이며, 수확 후 관리
기술의 도입은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음. 쌀 품질
개선을 위한 가격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 시장의 문제점
- 쌀 수확 후 단계별로 손실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손실 약
13%에서 수확 단계가 약 2.6%로 가장 높고, 제분(Milling)
단계에서 2.4%, 저장 1.63%, 탈곡(Threshing) 1.55%순으로
나타남 .

쌀 수확후손실 감소를
위한 기술 및 규제
(Ridwan 박사)

 수확후 관리 개선 방안
- 수확후 관리기술 도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소농의 역
량강화가 필요
- 유관기관의 참여 및 협력을 통해서 수확후 관리의 제도적
강화가 필요
- 수확후관리에 특화된 기술이 요구되며, 기술 보급 역량을
강화 시켜야 함, 또한 대농에게는 기계화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정부 정책 또한 쌀 생산 증대 및 수확후관리 정책이 연계
되어야 함.
- 경제적 측면으로는 농가가 수확후 관리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보조가 필요하며 자본이용이 가능하도록
금융 기구 등이 요구됨.
 수확후손실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수확 시 콤바인을 사용하여 손실을 감소시켜야 함.
- 논 정리기, 선별기 등의 부품을 교체하고 제분 생산량을
높일 수 있도록 기계 보수가 필요
- 기계화가 미비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지역 선별


2015-2019 곡물 발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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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 곡물발전 계획에서는 국가 주요 7대 작물로 쌀, 옥수수,
대두, 땅콩, 그린 빈, 카사바, 고구마를 지정.
- 식량 생산성 증대 정책에서는 3대 작물로 쌀, 옥수수, 대
두를 지목.
- 주요 정책으로는 쌀 자급율 강화와 생산 지속성을 강조했
고, 대두의 국내 생산 강화 및 수입 감소를 목표로 세웠
으며, 식품 다양성을 강조함.
- 농가 소득 증대 및 복지 강화를 언급

쌀 수확후관리 체계
(이정일)

 국내 쌀 정책 및 수확후관리 과정
 한국의 경우 2001년 쌀 정책에 변화가 있고 우리니라의
쌀 산업정책이 바뀜에 따라 각 부처의 어려움 중심으로
사례 구성
 쌀 품질 관리가 가장 어려운 단계는 품종혼배 부분으로
일본 등 수확후관리 5~6%의 품종혼배 현상이었으나 우
리나라의 경우 20%이상 발생(제분 후 유통과정에서)
 수확전관리와 수확후관리(건조, 저장, 유통단계인 수확후
관리 기술)이 모두 벼의 품질에 영향을 주며 수확전관리
에서 생산량이 결정됨. 이후, 수확-건조-저장-제분 단계
를 거치며 쌀의 품질이 결정
 벼의 수분함량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4시간 안에 건조
를 시켜야하는 것으로 지도 (수분함량 22~25%가 수확
적기), 수확적기에 수확된 벼는 8시간 이내에 건조하도
록 해야함.
 적산온도(1100도씨)란, 이삭이 패자마자 매일 평군온도를
더한 것 (급조생부터 완생종까지 있는데) 벼가 익는 기
간은 평균 40일임. 즉, 벼가 이삭이 패서 수확할 때까지
일별 평균온도를 합산 한 것이 적산온도임.
 (수확) 수확에 사용된 도구로는 1970년대는 낫으로 직접
수확, 77년도 바인더 등장, 그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수동식 탈곡기 이용, 1980년 후반기부터 콤바인 기계 도
입, 수확과 탈곡을 동시에 진행가능
 콤바인 이용시 1ha의 경우 30분 소요되며 인디카 품종의
경우 10~15% 손실률이 있기 때문에 RPM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도교육 해야함.
 (건조) 건조과정에서는 온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 종자용
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 40도씨, 식용은 50도씨. 55도씨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45도씨 이상에서 건조하게 되면
발아율이 98% 이상임.
 (투입) 2001-2004년 당시에 비료를 약 30% 줄이는 정책
을 폈으며 이로 인해 완전미가 다량 생산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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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인도네시아의 쌀 제
분 현황 및 활성화

비료사용 권고량은 자포니카의 경우 2001년 이전 표준
시비량 1ha 당 100kg이고, 이후 기술 개발 후에는 90kg
로 감소
(저장) 저장온도는 15도씨 적절, 저장시설을 만들어 건조
와 저장 동시에 하는 DSC로 발전함.
자포니카와 인디카 품종의 생산 비율은 자포니카의 경
우 1핵타르당 5~5.5 톤/ 자포니카는 1핵타르당 8톤~9톤
DS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 순환정도인데 계절별로
상단부와 하단부의 수분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름에
는 수분함량도 차이로 비용이 증가함.
(제분) 제분 후 쌀 수분함량 15%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
장이 중요하며 수분함량 14% 수분 권장은 90년 대 까지
지속됨.

 쌀 제분 단계의 중요성
- 쌀 제분과정은 쌀의 가용성, 품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
가의 소득과 소비자가격과 연관 있는 중요한 단계임, 쌀
제분은 개인을 비롯하여 단체, 협동조합, 사기업에서 이루
어지고 있으며 농부 간에 농업기술 보급에도 제분 기술은
중요한 부분임
- 인도네시아의 쌀 제분 가능 범위는 생산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제분 가격은 최적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원거리 지역의 운송비용이 높은 편이며 이는 쌀 생산 가
격을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
- 제분 과정은 쌀 생산량 증대(약 3%)에 기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국내 쌀 공급량에 최소한 1백만 톤 정도 기
여하는 것으로 추정됨

방안
(Ir. Agustin Zein
Karnaen)

 쌀 제분 산업 활성화 및 펀딩
- 쌀 제분산업의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적인 발전 전략이 요구되며 제분 산업의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소, 1)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가공시
설 관리, 3) 인적자원 관리, 4) 상품관리, 5）재정관리, 6)
마케팅 관리가 필요함
 쌀 제분 산업 관련 규제 및 법규
- 현재 관련 법규로는 1) Government Regulation (PP) No.65
1971 On Rice Milling Company, Huller, and Rice milling, 2)
Decree o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Decree No. 859 / Kpts
/ TP.250 / 11/98 on Guidelines for Development of Rice
Milling Company, and milling
rice huller, 3）Th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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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Director General of Food Crops and Horticulture
Number: I.K.050.99.75 On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Development of Rice Milling Company, and milling rice huller
가 있음
- 쌀 산업의 전략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법·규제도 달라지고
있으며 현존하는 법규는 면허(licensing)이슈에 관한 것이
나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져야 함
-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시설 및 처리 쌀 제분 처리 과정에 있어 포괄적인 문제
를 다루는 것임
[강의 및 질의응답]

한국의 쌀 산업 현
황과 정책 방향
(박평식)

1. 한국 쌀 산업의 환경적 변화
 세계 경제, 기후변화, 과학 기술 발전, 삶의 가치 변화,
노령화는 세계 트렌드로 요약 할 수 있음.
 한국 농업의 쌀 시장 개방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건임.
인도네시아에서도 쌀 관리가 국정 사업에서 아주 중요
하다고 알고 있음. 한국도 마찬가지로 70-80년대까지 유
사한 상황이었음.
 1994년 WTO 무역자유화로 인해 농산물 거래를 개방하
기 시작함. MMA(최소시장접근방식)로 4-8% 관세화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 관세화가 유예되었음. 작년 2015년부
터는 완전 관세화 되기 시작.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장에
10% 수입하게 되었음. 그래서 쌀 산업도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게 됨
Q) 예전에 1ha에 20명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1명의 노동투입
으로 노동력이 절감되었음. 이전 농업 종사자들은 어떤
산업분야로 흡수되었는지?
 대부분이 도시 산업으로 가게 됨.
 1970~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농업인구는 44.7%에서 현재
5.4%만이 종사하고 있음.
 고령 인구의 비율은 4.9%에서 39.1%로 증가함.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은 25.4%에서 1.9%로 감소
 한국의 벼농사 패턴은 토지 중심적 농업에서 산업화로
인해 기계화가 진전이 되었고, 쌀 이외의 농업은 시설
작업화가 됨.
Q)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때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100

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연령대는 다양하나, 학교 진학의 이유가 많음.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진학 등
한국의 식량 수급 현황, 쌀 자급률이 100% 이상으로 유
지하고 있다가 의무 수입량 때문에 5%정도 감소하였음,
2024년 경에는 90.2%로 예상 됨.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의 자급량은 매우 낮음. 보리는
약 25%, 밀은 수입하기 때문에 0.7%, 옥수수도 마찬가지
로 0.8%, 두류는 약 11.3%, 전체적으로는 약 24%가 됨.
매년 1,500만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으나, 직접 식용이
아닌 가공 혹은 사료용이 많음. 사료용을 제외하게 되면
식량자급률은 약 50%가 됨.

Q) 외국 농산물을 수입할 때 국내 가격이 영향을 받는지?
 영향을 받음. 특히 밀과 옥수수가 수입 비율이 높고 국
내 생산량이 적어 국제 곡물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됨. 가
공 후 재수출 비율도 높음.
 한국의 쌀 생산량은 2008년 약 480만 톤에서 최근에는
줄어드는 추세. 2015년 433만 톤, 재배면적은 799,816 ha.
규모로 봐서는 인도네시아보다 작지만, 인구 수 대비 고
려하면 충분한 양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0년대 140kg에서 65kg까지 감
소
 409,000 톤의 쌀이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음.
Q) 쌀 수입은 어느 국가
 중국, 미국, 태국, 호주 순으로 수입을 하고 있음, 수입
되는 양의 70%는 가공, 30%는 식용
 따라서 초과공급으로 인해 쌀 재고가 넘치는 문제가 있
음. 이에 따라 최근에는 수출 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한국 교민이 살고 있는 시장
에 일부 수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약 2,000톤을 40개
국에 수출하고 있음. 이는 호주나 미국의 한국 교민이
많은 곳으로 수출.
Q) 수입한 쌀을 판매할 때 정부 보조금이 있는지?
 없음. 이미 수입한 쌀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보조금
이 없어도 됨.
2. 쌀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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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로 쌀 산업이 변화해 왔음. 정부가 높은 가격으
로 쌀을 구매해 싸게 판매하는 이중곡가제를 시행.
1996년에 쌀 산업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쌀 수급 불안정
관련, 우량 농지 보존 투자, 정부 수매 강화 제도 도입.
2000년대에는 양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농정이 변화.
쌀 재고가 넘쳐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도입.
2005년에는 쌀 수급을 민간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시킴.
정부 수매제를 완전 폐지. 소득 보전 직불제를 도입. 이
는 WTO 보조금 규제 때문에 직접 지불제를 통해 지원
하게 됨.
2015년부터는 관세화에 따른 대책으로 정부 정책을 전
면 수정. 주요 내용으로는 농가소득 안정화, 쌀 산업 경
쟁력 제고, 소비 촉진, 수출 확대. 기존 정책에서 완전
변화하게 됨.

Q) 인도네시아에서는 쌀에서 다양한 식품으로 변화시키려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급격히 쌀 소비가 줄어들었는
지?
급격한 서구화 원인. 밀가루, 채소, 육류로 소비량이 전환
Q) 논 규모를 늘리는 작업에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되었는
지?
협동조합은 관여하지 않았음. 몇 개 농가가 그룹화하면 그
그룹에 집중하는 방식
Q)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원금만 받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
정부 보조금이 거의 사라져서, 스스로 영농회사 혹은 조합
을 만들어 법인을 구성하는 단체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음.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목표 가격을 설정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방식. 예를들어 한 가마에
173,779원에서 농가수취가격은 185,288원이 되고 목표가
격대비 108.9%가 됨.
고정직불금 도입하여 2005년 60만원에서 2014년 90만원
/ha 증가

Q) 쌀 품질이 좋지 않을 때에도 정부 보조가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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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쌀 품질 보다 생산량의 중요성을 보고 있고, 만약 품질
이 좋지 않은 경우 해당 농가가 책임을 지게 됨.
 RPC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
하기 위해 초기에 너무 많이 건설한 것이 문제임.


Q) 50ha 이상 규모로 운영할 때 논을 분리시켜서 하는지?
 0.4ha 위주로 나뉘어 있고, 기계 작업만 공동으로 하게
됨. 정부 정책은 조금씩 늘려가며 방향을 잡고 있음.
 수확후 관리를 위해 만든 RPC는 너무 많이 건설 되어
통폐합을 하고 있음
Q) 고정 직불금의 경우 85% 보전이 된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농식품부 산하, 읍면 동사무소에서 심사하여 적격 농가
에게 제공. 신청하고 승인을 거치면 받을 수 있음.
Q) 농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쌀을 판매한다고 했는데, 중간
상인이 있는지 아니면 직접?
 시장의 자율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음 중개상인이 많았
으나 지금은 직접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농민 단체끼리
하는 경우도 많음.
 한국 쌀 수입량 작년 409,000 톤
Q) MMA는 누가 의무를 지우는지?
 WTO가 요구한 사항임. 쿼터를 확보한 중국, 미국, 태국
순서로 수출 가능하게 되어 있음. 농수산유통공사가 수
입을 담당하고 있음.
3. 쌀 산업 발전 전략


소득 경영 안정화, 쌀 경쟁력 강화, 쌀 소비 증진, 수출
증진

Q) 직접지불제의 경우 조건은 ?
 2ha 미만 농가 대상으로 지급
 농기계 구입에 대한 이자율 인하 정책
Q) 개발 및 시험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농진청에서 연구가 이루어짐.

103

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Q) RPC에 판매하지 않는 경우 제재가 있는지?
민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긴다. 정부가 컨트롤 할
수 는 없음.








정책 방향은 수출 지향으로 바뀐 시점임. 품질과 안정성
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고품질 쌀을 확립하는 것이 또한 중요함. 농가도 가격보
다는 품질이 중요한 것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 그래서
한국에서도 수확후 관리 기술이 중요함. 저온 저장 및
가공 기계와 관련
생산비 절약이 필요. 경영 규모가 국제적으로는 적기 때
문. 요즘은 직파재배 기술로 교육을 많이 하는 추세. 농
가들은 이미 이앙기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도 따라
오는 편은 아님.
해외 시장에 대한 수요 커져서, 해외 시장 정보에 관심
증가
대규모 수출단지 사례로는 충청남도 당진이라는 곳에
540ha 간척지가 있음. 일반 농가에게 분양을 해줌. 200ha
정도 정부가 관리하는 땅이 있는데, 작년부터 수출 및
가공 목적으로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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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학습 내용
표 2-26. 인도네시아 현지연수 현장학습 내용
방문지

내 용





6천톤 저장 수용능력이 있는 건물 두 동
주로 현지생산 및 수입산 쌀을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
며 재고 안정성을 높이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
수분함량 14% 유지될 수 있도록 저장시설 관리
3개월 마다 살충제 살포 및 재고 품질 확인




댐 기능 역할 및 주변 전력 공급 현황 소개
주변 농경지로의 수자원 및 전력 공급

Bulog

Jatiluhur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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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처리 과정
벼 재배 계약 농가에서의 쌀 공급
소규모 RPC규모 및 가동 능력
쌀 판매 경로 및 시장 현황

소규모 제분 공장

□ 모니터링 결과
1) 강의
◦ 2016 KAPEX 인도네시아의 주제와 밀접한 쌀 수확후관리에 초점이 맞
춰진 연수프로그램(강의 및 현장학습 등)을 제공하여 연수생들의 관심
도 및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방적 강의 형식이 아닌 질의응답 위
주의 강의가 진행되어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음.
◦ 쌀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뿐 아니라, 지역 농민, 민간기업체, 농업 통계
청 등 쌀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하고 다양한 분야
의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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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과정은 인도네시아로 진행되고, 국내 전문가의 강의에 한해 번역 및
통역이 진행되어 강의내용 및 토론과정에서 우리 측의 언어 이해도가
떨어졌으나, 참여자들 간의 참여도 및 토론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만족도가 높았음.
2) 현장학습
◦ 당초 계획된 연수 기간(약10일) 보다 기간이 줄어들어 현장학습 보다는
강의 및 토론 위주의 연수가 진행되었으며, 연수시행 지역인 카라왕의
경우 쌀 관련 기업 및 시설이 부족하여 다양한 현장학습지를 방문하지
못하였음.
3) 통역
◦ 현지 거주중인 농업전문가 및 인도네시아어 전문통역사가 채용되어 강
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장 학습 시에도 동행하여 질의응답 내용이 다양하
고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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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워크숍

2.1. 워크숍 개요
1) 목적
◦ 2016년도 KAPEX 사업대상국 대표단의 사업성과 및 공동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ODA사업으로의 발전방안 논의
- 2016년 KAPEX 사업 결과에 대한 대상국의 Action Plan과 ODA
Project Proposal 발표
◦ 014·2015년 KAPEX 사업대상국의 사업성과 발굴사례 공유
- 2014·2015년 대상국의 Action plan 추진 경과 발표
◦ 기존 사업 대상국의 사업결과 및 성과를 2017년 사업대상 국가들과 공
유함으로써 KAPEX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후 원활한 사업 추진
을 도모함
2) 일시 : 2016. 10. 14(금), 09:00 ∼ 15:00
3) 장소 : 서울 코리아나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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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 인원 : 39명
◦ 원내(21명): 김창길(원장), 허 장, 이대섭, 김종선, 이윤정, 최민정, 최용
욱, 최은지, 안규미, 원지은, 홍석헌, 김국현, KAPEX 장기연수생 9명
(Enktuya Tserendorj, Zolzaya Jargalsaikhan, Oyunsuvd Gendenjamts,
Felix Paulo, Leitao Pedro Isabel, Manuel Canas, Eka Rahayu, Agus
Supriatna Somantri, Septian Deny Widya Putra)
◦ 정부 및 관련 기관(3명): 박재근 부장, 박기욱 과장, 박현준 대리 (한국농
어촌공사 국제농업협력사업부)
◦ KAPEX 대상국 대표단(9개국 10명) : 국외참석자 명단 참조
◦ APEC 워크숍 참가국(5개국 5명) : 국외참석자 명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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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국내워크숍 국외참석자 명단
국가
2014 KAPEX
대상국

2015 KAPEX
대상국

베트남

Bui Hai Nam

필리핀

Elmer Bautista

파라과이
르완다
몽골

2016 KAPEX
대상국

모잠비크

인도네시아
네팔

2017 KAPEX

우즈베키스탄

대상국

APEC 워크숍
참가국

이름

Victor
Santander
Nyirishema
Félix
Tumur
Erdenechuluum
Inacio
Nhancale
Carlos Barnabe
Zandamela
Dody Dwy
Handoko
Shree Ram
Chimire
Shukhrat
Akhmedov

콜롬비아

Fabio Lozano
Torres

태국

Siriwat
Suwannasri

파푸아뉴기니

Daisy Lepon

중국

Cao Yingjun
Mohd Johaary
Bin Abdul
Hamid
Yulianto
Sukarman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소속 및 직책
베트남 농업계획연구원
국제협력부 부대표
필리핀 미작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파라과이 농업기술연구소
소장
르완다 농업축산자원부
KAPEX 총괄 담당
몽골 천연자원 및
농촌경제 연구원
모잠비크 농업식량안보부
농업기술지도국 지도과장
모잠비크 농업연구소 연구팀
및 KAPEX 공동연구 대표
인도네시아 농업개발국
연구개발협력보급과 연구원
네팔 농림부 선임
농경제연구위원
우즈베키스탄 원예과학
연구소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
농업자문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불참)
태국 농림협동조합부
농촌경제과 경제전문가
농림축산업부 기획연구, 정책,
경제연구과 수석 정책자문관
중국 곡물관리부 부장
말레이시아 농업연구개발기관
기획 및 정책 선임연구원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수석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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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워크숍 프로그램

표 2-28. 국내워크숍 일정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개회 및 1부(09:00~11:20)
사례

2014·2015 KAPEX 사업대상국 주요 성과

09:00-09:30

개회사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09:45-10:00

KAPEX
소개

KAPEX 사업 진행현황 발표
김종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0:00-10:15

[발표 1]
베트남

10:15-10:30

[발표 2]
필리핀

10:30-10:45

[발표 3]
파라과이

10:45-11:00

[발표 4]
르완다

11:00-11:20

토론 및 질의응답

11:20-11:35

휴

11:35-11:55

11:55-12:15

12:15-12:35

2014 KAPEX 베트남 주요결과
Bui Hai Nam
(베트남 농업계획연구원 국제협력부 부대표)
2015 KAPEX 필리핀 주요결과
Elmer Bautista
(필리핀 미작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14 KAPEX 파라과이 주요결과
Victor Santander
(파라과이 농업기술연구소 소장)
2014 KAPEX 르완다 주요결과
Nyirishema Félix
(르완다 농업축산자원부 KAPEX 총괄 담당)

식

2부(11:35~12:50) 2016년 KAPEX 사업대상국 주요 결과와 ODA
사업제안
[발표 5]
Improving
Export
Oriented
Agricultural
Production
Possibilities in Remote Rural Mongolian Regions
몽골
Tumur Erdenechuluum
(몽골 천연자원 및 농촌경제 연구원)
[발표 6]
Enhancing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 System for
Smallholder Farmers in Mozambique
모잠비크
Carlos Barnabe Zandamela
(모잠비크 농업연구소 연구팀 및 KAPEX 공동연구 대표)
[발표 7]
Reducing Rice Losses for Strengthening Food Security
인도네시아
Dody Dwy Handoko
(인도네시아 농업개발국 연구개발협력보급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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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2:35-12:50

토론 및 질의응답

12:50-14:10

오

찬

3부(14:10~14:50)

14:10-14:20

14:20-14:30

[발표 8]
네팔
[발표 9]
우즈베키
스탄
[발표 10]
콜롬비아

14:30-14:40

2017년 KAPEX 사업대상국 주제선정 배경과 목적

Initiatives of Program Framework for Improving Food
Security Situations of Nepal
Shree Ram Chimire (네팔 농림부 선임 농경제연구위원)
Survey Research, Use and Conservation of Local Fruits
Varieties and Nut Plants for Food Security of Rural Areas
in Uzbekistan
Shukhrat Akhmedov (우즈베키스탄 원예과학 연구소)
Change Solutions And Contributions to Improving Food
Security Conditions for Vulnerable Populations Associated
with Milk Production Environments in Municipalities of
Cundinamarca
안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대리발표)

14:40-14:50

토론 및 질의응답

14:50-15:00

폐회사

⦁이대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2. 발표 및 주요 논의 내용
제1부 : KAPEX사업 이후의 주요 성과 사례발표 및 토론
□ 2014년 KAPEX 베트남 주요성과 및 ODA 제안서 진행현황 발표 내용
◦ 연도별 KAPEX 주요 성과
- 2014년: 공동연구 및 정책협의(2회) 참여, 장기연수 프로그램(6개월)
참여, ODA 제안서 초안 작성 및 제출 등.
- 2015년: 지역별 사례연구 진행 (경지정리)
- 2016년: 지역 RRD 워크숍 개최, 최종 ODA 제안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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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내 KAPEX사업의 현업활용 가능성 및 시사점
- 높은 인구밀도, 농촌개발의 어려움, 농업기술 활용의 유사성 등의 측
면에서 베트남과 한국은 비슷한 개발 역사 및 과정을 거침.
- 토지 관련 법적 제도의 차이 때문에 한국의 몇몇 제도 및 사례는 베트
남에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토지은행 등의 제도는 베트남 농가의 소득
개선 및 토지활용 개선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함.
◦ ODA 제안서 내용 발표
- 위의 시사점에 기반하여 베트남은 “토지 통합 및 비축, 농촌 안정화
를 위한 베트남 홍강 유역의 토지은행 시범사업”을 계획함.
- 해당 시범사업은 3개년 간 약 135만 달러(베트남 정부 약 20만 달러
투입)의 예산으로 계획되었으며, 국내외 시장 환경에 발맞춘 농지은
행제도 도입을 통한 농지 시장 안정화를 큰 목표로 하여 다섯 개의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기획됨.
□ 2015년 KAPEX 필리핀 주요성과 발표 내용
◦ 2015년 KAPEX 주요 성과
- 필리핀에서 쌀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곡이며, 연간 119kg의
1인 소비량과 80%의 식량자급률을 기록함.
- 한국과 일본의 쌀 생산 농지는 기계화에 적합한 정리된 농지이지만
필리핀은 기계화에 적합하지 않은 농지 구조를 지니고 있음.
- KAPEX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의 농업 기계화 및 농지개혁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바람직한 문제해결 및 정
책 도입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
- 연구결과 범국가 차원의 조사 결과와 조사 지역의 기계화 정도를 비
교해볼 수 있었으며, 국가에서 수행한 조사 항목에 비해 해당 지역의
농지운영 및 기계화 현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조사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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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네 개의 변수(농민조합 가입, 종자 생산 연계, 교육,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가 필리핀의 농지개혁 도입에 대한 농민의 의지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함.
□ 2015년 KAPEX 파라과이 주요성과 발표 내용
◦ 2015년 KAPEX 주요 성과
-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과 이웃하고 있는 내륙
국가이며 중대형 곡물 생산농가와 소형 농가가 공존하고 있는 구조임.
- 농산품 품질제고 및 농업 기술 개선을 위해 IPTA는 소농 및 가족농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지도교육 및 훈련 시스템 과정의 기능강화 및 개
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함.
- 2015년 진행된 KAPEX 공동연구 및 워크숍을 통해 SWOT 분석 및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ODA 제안서를 작성 및 제출함.
◦ ODA 제안서 내용 발표
- 제안사업은 소규모 가족농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및 기술이전센터 건립
사업이며, 센터 건립을 통한 기술이전과 농가 경쟁력 향상, 작물 생산
량 및 수익성 향상, 농산품 품질 제고를 목표로 함.
- 또한 필요에 따라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여 농
촌지역의 여성, 아동 등의 취약 층을 지원하고 영세 농기업의 지속가
능한 운영을 후원할 예정임.
- 앞전 APEC 워크숍에서 발제한 태국의 농업기술교육센터와 비슷한
농업지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족농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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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KAPEX 르완다 주요성과 발표 내용
◦ 2015년 KAPEX 주요 성과
- 2015년 KAPEX 프로그램의 공동연구는 동부 6개 지역 대상으로 진행
되었으며 각 지역별로 무작위 샘플 선정을 통해 4개 섹터, 8개 농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192명의 농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연구 결과 가축 질병치료 및 농업 지도교육에 대해 22.8%의 농가가
담당자의 업무 과다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접근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적합하지 못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함.
- KAPEX 프로그램을 통해 육류 종류의 다양화와 축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 동물 사료의 영양 개선, 농업지도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의
개선점을 확인하였음.
- 현재 르완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으로 남쪽 지역에 Feed Plant
프로젝트와 빈곤 농가에 대한 가축사육 지원 사업인 Gako 프로젝트
를 수행 중에 있음.
□ 토론
- (이대섭) 베트남 ODA 제안사업 명칭 수정 제안(Trial 문구 대체)
- (Inacio Nhancale) 제안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질문
- (Victor Santander) 해당 시스템은 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견고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실천 가능하며, 이를 위해
NGO 및 민간 연구기관과 매년 회의를 개최하려 한다고 답변함.
- (이대섭) 필리핀의 ODA 사업 제안서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함.
- (Elmer Bautista) 새로운 시스템의 마련이 아닌 기존의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는 중으로, 올해 사업 제안서 제출 예정이라고 답변함.
(이대섭) ODA 제안사업이 현재 행정체제 아래 얼마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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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 Santander) 제안 사업을 포함한 농업 지도교육의 범주 확장을
위해서는 향후 행정제도 및 기구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
함. 현재 모든 지원 및 예산활용이 재정부를 통해서만 예산활용이 가
능한 상황이며, 이후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을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
다고 답변함.
- (Shree Ram Chimire) 파라과이의 농업 지도교육 시스템의 교육 수준
과 프로그램 진행 시 언어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함.
- (Victor Santander) 파라과이는 현재 각 집단 별로 다른 교육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시 주로 해당 지역의 언어로 프로그
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언어 소통의 어려움은 없다고 답변함.
- (Daisy Lepon) 베트남의 토지 이용 및 소유권 제도에 대해 질문함.
- (Bui Hai Nam) 주로 개인이 소유하고 거래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토지 이용권의 개념이며, 원칙상 개인이 토지 이용은 가능하나 매매
가 불가능함.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토지소유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법 개선을 통해 공식적인 매매거래가 가능하도록 토지은행 제도의 도
입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답변함.
제2부 : 2016년 KAPEX사업의 주요 결과 및 ODA 사업제안서 발표
□ 2016년 KAPEX 몽골 주요결과 및 ODA 제안서 발표
◦ 몽골 공동조사 주요 내용 발표
- 몽골의 농업은 전체 국가 GDP의 13.7%를 차지하며 전체 수출에서
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작물 생산은 전체 토지 면
적 1%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전체 노동인구의 15%가 종사하고 있음.
- 축산업은 전체 토지 면적 중 80%를 이용하며 노동인구의 85%가 종사
하고 있음. 몽골의 축산업은 매년 성장하여 2015년에 최고치를 기록
하였으며 시장 접근성이 용이한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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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유관기관이 농식품 산업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관련 정
책이 다수 존재하며 농산업 자유무역단지 조성을 통한 수출 확대, 농
식품분야 정부 예산 지원 확대 및 가치사슬 연계를 통한 투자지원 확
대로 농식품 정책을 2025년 까지 계획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아래 KAPEX 공동조사팀은 농촌지역의 농업 생산력 증
진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와 중장기 농업 정책검토 및 유관기관 농
산품 수출 가능성 증대를 목표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였음.
- 연구방법론으로는 현시비교우위지수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를 적용하여 지역별 농업 생산 비교우위를 측정하기 위한 9개의
지표 항목을 활용하였음.
- 연구 결과 선정된 4개의 아이막(Aimag)에는 국제 무역기준에 맞는
검역시설(quarantine zone)을 설치하고 가축 이동경로 추적시스템 개
발, 농가공시설 지원, 수출용 농식품생산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의 사
업내용이 제안되었으며, 그 외 아이막에도 가축 의료서비스 개선 및
소규모 검역시설 도입 등의 내용이 제안되었음.
□ 2016년 KAPEX 모잠비크 주요결과 및 ODA 제안서 발표
◦ 모잠비크 공동조사 주요 내용 발표
- 모잠비크는 전체 농업 종사자의 98%가 1.5ha 이하의 토지를 수동
(hand labor)으로 경작하는 소농에 해당함.
- 모잠비크 정부는 5개년 프로그램(PQC)와 빈곤감소 실행계획(PARP)
등의 국가 주요정책과 PEDSA와 같은 분야 정책을 활용하여 국가 농
업 및 농촌발전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2015-2019 PODA 정책으로 15개 전략적 상업화 농산품(옥수수,
쌀, 밀, 감자, 바나나 등)과 7개 항목의 우선순위 농산품(쌀, 카사바,
콩 등)을 지정하고 있음.
- 모잠비크는 단계별로 기술보급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1단계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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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보급 체계 설립 단계(1978-1992), 2단계인 기술보급 확산 단계
(1993-1997), 3단계인 전국 마스터플랜 도입 및 실행(1999~현재)에
해당함. 마스터플랜은 지원프로그램 (PRONEA, PITTA, PROSUL)과
함께 시행하고 있으나 인적자원의 부족과 정책지원의 미비 그리고 세
분화 된 중점 및 지표가 부족한 실정임.
- 기술 훈련센터 설립 및 작물 중심의 클러스터 형성, 연구자 및 기술보
급자를 위한 지원센터 마련과 기술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5개년 사업
을 계획하고 있음.
- 시행기관은 DNEA(민관협력 형태 제안) 이며 대상지역으로는 기술보
급 접근성이 좋고 파급력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선정하며 향후 수출
및 국제 시장을 고려한 곳으로 선정하려고 함. 또한 타겟 그룹은 소
농, 기술보급자, 연구자, 민간기업 종사자 등으로 분류 할 수 있음.
□ 2016년 KAPEX 인도네시아 주요결과 및 ODA 제안서 발표
◦ 인도네시아 공동조사 주요 내용 발표
- 쌀 유통과정 : 쌀 생산의 55%가 전통 시장이며 25%는 도매시장 13%
는 슈퍼마켓 등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유통 시장에 따라 쌀 등급이 다름
- 쌀 수출관련 : 현재 인도네시아 쌀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
며 국내시장은 수출 제한 정책 등으로 인해 국제 시장으로 직접 납품
할 수 없으며 수출 경쟁력을 위해 쌀 가격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따라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쌀 자급률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며 쌀 생산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관개시설 구축 및 수
확 후 관리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공동조사팀은 쌀 수확 손실 감소를 통한 생산력 강화 및 식량안보 개
선과 수확 후 관리 단계 분석을 통한 단계별 쌀 손실 비중 측정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 공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론으로는
Subang, Karawang, Indramayu 등지의 지역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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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였음.
- 조사 대상지역의 수확 후 관리는 전통적인 건조 방식을 유지하고 있
으며 정제기의 기계 노후화, 수확 후 과정에서도 수작업으로 인한 손
실이 다량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제안 사업을 통해 건조 시설이 미비한 지역, 컴바인 보급률이 낮은
지역, 정제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등을 선별하여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수확 후 관리시설 건축을 통해 수확 후 손실을 최소화 하려
고 하며 기술 연구·보급 기관 및 수확 후 처리에 있어 민간 기업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민관협력의 형태로 수확 후 관리 통합 체계를
구축하려고 함.
- 또한 수확 후 관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하여
쌀 연구 개발국(IAARD)와 쌀 연구센터(ICRR), 쌀 수확 후 관리 연구
개발 센터(ICAPRD)를 중심으로 쌀 수확 후 관리 기술 확대 방안 연
구 수행 및 건기, 우기에 따른 지역별·지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소농가
분포도에 따른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 효율
성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함.
- 쌀 수확 후 관리 문제점 및 현황 파악 및 시범지역 조사를 통한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해 3-40명의 농민 그룹을 선정하여 해당 농가를 중심
으로 시범 기술교육 실시
- 소농 중심의 수확 후 관리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 보급 확대
□ 토론
- (Bui Hai Nam) 모잠비크의 경우 소농에서 필요로 하는 투입재 등의 지
원 역할이 민간부문의 영역인지 공공부문의 영역인지에 대해 질문함.
- (Carlos Barnabe Zandamela) 모잠비크 정부는 민관협력을 하고 있으
며 소농을 위한 투입재 지원, 소농 중심의 기술 보급을 위해 협력 사
업을 시행 중이라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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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선) 모잠비크 ODA 제안사업 중 기술보급 센터 지원 관련 내용
은 작년 KAPEX 프로그램의 ODA 제안서와 매우 흡사한 내용이므로
더 나은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없는지 질문함.
- (Inacio Nhancale) 모잠비크 정부의 계획은 최소 6개의 기술 훈련 센
터를 설립하는 것이며, 향후 마푸토에 설립한 기술센터를 비롯하여
기술보급센터를 더 확대할 것이며 이에 더해 더욱 선진화된 기술센터
의 형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이대섭) ODA 제안서 내용에는 공동조사의 연구 결과를 충분히 반영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몽골의 경우 무엇을 제안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모잠비크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정책 및 계획과
일관성 있는 ODA 제안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제3부 : 2017년도 KAPEX 사업대상국 주제발표
□ 2017년 KAPEX 네팔 주제 발표
◦ 네팔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네팔의 전체 국가 GDP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1% 이며, 그
외 산림은 1%, 서비스는 46.5%, 산업이 20.4%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농산품은 카다몬 (Large Cardamom) 으로 생산량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네팔 농업 부문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생산성, 낮은 기술 수준, 노후한
인프라시설, 소규모의 농가당 보유 경작지, 불균형한 유통과 공급시
스템, 낮은 식품가공기술수준 및 품질관리 등이 있음.
- 그 외에도 네팔은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안보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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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방안 및 주요 계획
- 농업발전을 위한 장기 전략 수립농업발전전략 수립 (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ADS (2016-2020)
- 농업 현대화 프로그램 (2016-2020) 수립
- Zero Hunger Challenge (ZHC) 및 Action Plan 수립 (2016-2025)
- 국민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의식개선 프로그램 추진
- 타 국가들과의 협력방안 모색
◦ 2017년도 네팔 KAPEX사업 주제 선정 배경 및 목적
- 네팔은 현재 식량 공급 및 유통이 불안정한 상태이며(2013년 세계기
아지수 17.3%) 이는 국가 식량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
미함. 실제로 전체 국가의 45%의 지역에서 식량 안보 문제를 겪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에 따라 KAPEX 사업을 통해 네팔 농업분야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를 도모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문제점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함.
□ 2017년 KAPEX 우즈베키스탄 주제 발표
◦ 우즈베키스탄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우즈벡 전체 GDP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 (2014년 기준)에
달하며, 이는 과거 33.4%(1990년도), 30.1%(2000년도)에 비하여 꾸준
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과수 품목은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로 적은 편이나, 최
근 전통작목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과일과 채소의 경제적 중
요성이 매우 부각되고 있음.
- 하지만 농가들이 생산된 과일의 정확한 품목의 이름 (Scientific
Name)이 아닌 지역에서 일컫는 명칭(Local name)으로 알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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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아 수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역 품목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
지고 있지만 현재 수확 후 단계에서 분류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상품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음.
◦ 2017년도 우즈베키스탄 KAPEX사업 주제 선정 배경 및 목적
- 우즈베키스탄의 과수 품목은 경쟁력이 있으며 살충제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상품으로 가치가 매우 뛰어나지만, 다양한 종자
와 품목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과수류 종자와 품목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토
대로 각 지역에 맞는 품목 재배를 통하여 식량안보를 강화하기를 희
망함.
□ 2017년 KAPEX 콜롬비아 주제 발표
◦ 콜롬비아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꾼디나마르까 지역은 지난 10여 년 동안 기후변화와 높은 생산비용
등으로 인하여 낙농업 분야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 문제 해결방안 및 주요 계획
- 콜롬비아 농축산부와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가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생산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두고 협력하고 있음.
- 특히 우유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해 토질개선을 실시하고 동물의 건
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BPO,
BPG, BPUM), 생산·품질·식품안전에 대한 훈련 지원, 농업경영 교육
및 훈련 지원, 시범농가·시범센터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2017년도 콜롬비아 KAPEX사업 주제 선정 배경 및 목적
- 꾼디나마르까 5개 지역 소규모 우유생산자의 식량안보 여건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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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소규모 우유생산자들의 사회경제적 현황과 가구별 식량안보
상태를 파악, 대상지역 낙농생산체계와 식량안보의 현황평가, 우유수
집센터의 식품안전·보건위생 등 파악 및 5개의 지역에 산림복합경영
(Agro-Forestry) 형태의 시범농장 건설 사업을 추진코자 함.

2.3. 시사점 및 향후계획
◦ KAPEX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성과가 사업 대상
국의 정책에 반영되고 ODA 사업화되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지원 및 관리, 관계유지가 중요함.
◦ 올해 KAPEX 워크숍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 대상국이 참여
하고 APEC 특별 워크숍과 연이어 진행됨에 따라, 보다 많은 나라의 다
양한 인물이 참석하여 본인들의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함.
그 결과 이번 워크숍은 KAPEX 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공유뿐만 아니
라 각 국의 식량안보 현황과 상호간의 시사점에 대한 좋은 의견 교류의
장이 되었음. 이와 같이 보다 다양하고 많은 국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해, 향후 KAPEX 사업 추진시 권역별 KAPEX 현지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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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장기연수)

3.1. 사업 개요
3.1.1. 배경
◦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 공무원들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
◦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른 1단계 3차 시범
사업 추진
◦ 1차 및 2차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연구원의 교육 및 연수 기능을 강화하
고 ‘KREI Academy' 설립 추진을 위한 경험과 인프라 구축

3.1.2. 사업 구성
◦ 본 사업은 전문적인 정책강의 및 현장강의, 다양한 현장견학, 심층적인
개별 연구를 통해 연수생들의 정책수립 및 추진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연수생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연수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구성함.
- 오리엔테이션: 사업소개, 한국생활, 한국문화소개, 특별강의 4강
- 원내·외 전문가를 활용한 KAPEX 강좌 개설: 총 44강(농업·농촌 정책
교육프로그램 39강, 특별강의 5강)
- 특별활동: 한국문화소개, 텃밭 활동(고구마 수확), 원내동아리 활동
(산악회), 문화체험(해남)
- Buddy Program: 버디 참여자 10명, 모임횟수 5회
- 개별연구: 전담교수진 9명,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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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 개요
분류
농업·농촌
정책 교육
프로그램

분야

정책강의

<농업/경영>
<농업/경영>
<농업 기술/농업정보>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특별강의
합계

현장강의

현장학습

3강
3강
2강
3강
1강

3강
3강
5강
1강
1강

3강
2강
0강
3강
3강

15강

13강

11강

합계
9강
11강
7강
7강
5강
5강
44강

3.1.3. 사업기간 및 인원
◦ 사업기간: 총 6개월(2016. 5. 2 ~ 10. 27)
◦ 연수인원: 2016년도 KAPEX 대상국(모잠비크, 몽골, 인도네시아) 공무원 9명
표 2-30. 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 참가자
성명
(Mr.) Felix Paulo
(Mr.) Manuel
Canas
(Mr.) Leitao Pedro
Isabel
(Mrs.) Enktuya
Tserendorj
(Mrs.) Oyunsuvd
Gendenjamts
(Ms.) Zolzaya
Jrgalsaikhan

소속 및 직책

학력

농업기술지도국(DNEA)
교육담당관

Eduardo Modlane University,
농업경제학 학사

농업기술지도국(DNEA)
영농기술담당관

Polytechnic Institute of Manica,
Agribusiness 학사

농업기술지도국(DNEA)
기술담당관

Eduardo Mondlane University,
농업기술 학사

몽골식량농업부 (MoAF)
국립중앙수의학연구소
식품위생잔류약품팀 팀장

Mongolian State Agricultural
University, 수의학 석사

몽골식량농업부 (MoAF)
경제전문관

Institute of Cmmerce and
Industry, 경영학 학사

몽골식량농업부 (MoAF)
국제협력관

Grassland science of China
Agricultural University,
가축영양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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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r.) Agus
Supriatna Somantri
(Mr.) Septian Deny
Widya Putra
(Ms.) Eka Rahayu

소속 및 직책

학력

수확후 관리
연구개발센터(ICAPRD)
연구원

Bogor Agriculture University,
수확 후 기술 석사

쌀개발연구센터(ICRR)
연구원

Bogor Agriculture University,
식품공학 석사

수확후 관리
연구개발센터(ICAPRD)
연구원

Brawijaya University,
농공학개발 학사

3.2. 사업 내용
3.2.1. 농업·농촌 정책 교육프로그램
◦ 농정성과확산 장기연수프로그램은 “한국 농업정책 사례를 통한 개도국
농정수립 역량강화” 라는 대 주제 아래, 5개 분야별로 25개의 정책 및
현장강의, 11개의 현장학습, 5개의 특별강의로 구성됨.
◦ 교육과정 체계화를 통해 <표3-1>와 같이 5개 분야로 구분하여 한국농축
산업 현황 및 정책 등의 관한 내용을 제공함.
- 원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강의 및 현장학습의 비중으로 높임으로써
농업정책의 실제 적용사례 등을 현장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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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 농업‧농촌정책 프로그램
농업‧농촌정책 교육프로그램
분야
정책강의
농업
/경영
농촌
개발

현장강의

현장학습

▪ 한국농업구조 및 정책변화

▪ 협동조합운영

▪ 농산업화

▪ 농업인력 육성정책

▪ 농지 및 수자원 관리

▪ 산림자원관리

▪ 농업협동조합

▪ 농가조직

▪ 농업구조개선

▪ 농촌발전정책

▪ 농촌복지

▪ 농촌마을 소득개발 -6차산업

▪ 농업, 농촌 6차 산업화 정책

▪ 농촌마을개발

▪ 농촌마을 소득개발

▪ 농촌 삶의질 향상 정책

▪ 농촌활성화

-농촌관광

▪ 스마트팜

농업
기술/

▪ 농업과학기술과 정책

농업

▪ 농업기술지도보급정책

정보

▪ 한국농기계산업현황
▪ 농기계임대사업
▪ 벼재배기술보급
▪ 채소생산기술보급

축산물
생산
/가공

▪ 축산물가공기술
▪ 가축사양관리

▪ 한우농가
▪ 축산물품질관리정책

▪ 축산물이력제

▪ 육가공공장
▪ 유가공공장

/유통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 농산물수출정책현황

▪ 농산물 품질관리 및 안
정성 정책

▪ 미곡종합처리장
▪ 농산물 가공/유통회사
▪ 농산물 직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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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현장강의
◦ 분야별 정책관련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기관 담당자, 농업인 등에
의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로 강의 주제 및 연수생 연구주제와 관련
한 기관 및 조직을 중심으로 총 13회의 현장강의를 실시함.

표 2-32. 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 현장강의
강 의 명

강사진

강의 일정

조준식

5월30일

김홍상

6월1일

안두현

6월2일

제4강. 농촌복지 (여민동락공동체)

권혁범

6월20일

제5강. 농촌마을개발 (함평상모마을)

윤영

6월22일

제6강. 농촌활성화 (완주로컬푸드해피스테이션)

안대성

6월23일

제7강. 스마트팜 (㈜한국온실작물연구소)

서범석

7월13일

제8강. 한국농기계산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최낙우

7월19일

제9강. 농기계임대사업 (나주시농기계임대사무소)

김대중

7월20일

제10강. 벼재배기술보급 (농촌진흥청)

황운화

7월27일

제11강. 채소생산기술보급 (농촌진흥청)

채영

7월27일

<농업/경영>
제1강. 협동조합운영 (나주배원예농협)
제2강. 농지 및 수자원 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장성호 관리소)
제3강. 농가조직-들녘별공동체 (영실한우프라자)
<농촌개발>

<농업기술/농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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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명

강사진

강의 일정

백장수

9월5일

조주현

10월6일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제12강. 축산물품질관리정책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제13강. 농산물품질관리 및 안정성정책
(농산물품질관리원)

3.2.3. 현장학습
◦ 분야별 관련 현장견학, 현장체험 등을 통해 현장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
한 학습으로 강의 주제 및 연수생 연구주제와 관련한 기관 및 조직을 중
심으로 총 10회의 현장견학을 실시함.

표 2-33. 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 현장학습
강 의 명

내용

강의 일정

<농업/경영>

제1강. 농산업화
(구례자연드림파크)

제2강. 산림자원관리
(나주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제3강. 농업구조개선
(새만금 홍보관 및 33센터)

농산업화 및 생협
례 자연드림파크의
정, 운영현황, 효과
해와 자연드림파크
및 공방 제품 체험

우수사례인 구
설립 목적, 과
등에 대한 이
내 공방 견학

6월7일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연혁
및 현황, 연구내용 등에 대한 간
단한 이해와 연구소 내 산림지,
온실 등의 시설 견학

6월8일

새만금 홍보관을 방문하여 농업구
조개선 대형 사업인 새만금 사업
의 연혁, 개요, 현황, 차후 계획 등

6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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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명

내용

강의 일정

에 대한 이해를 얻고 신시도 33센
터를 방문하여 새만금 관리시설을
견학함.

<농촌개발>
제4강. 농촌마을 소득개발-6차
산업 (임실치즈마을)

임실치즈마을 전반을 견학하고 마
을 내 두 마리 목장에서 체험프로
그램 실시함.

6월23일

농촌관광사업 일환 중 하나인 장

제5강. 농촌마을 소득개발-농촌 흥 편백숲 우드랜드를 방문하고
6월30일
우드랜드에서 실시하는 산림치유
관광 (장흥편백숲우드랜드)
프로그램에 참가함.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제6강. 한우농가
(장흥영풍목장)

제7강. 육가공공장
(부안 참프레 육가공공장)

제8강. 유가공공장
(나주 남양유업 유가공공장)

개인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한우농
가운영 현황과 축사 및 사육 현황
을 파악하여 한국 축우산업의 이
해도를 높임.

8월10일

참프레 육가공 시설 견학을 통한
육가공 공정 이해

8월23일

남양유업 유가공 공정 및 설비 견
학을 통한 유제품 생산 공정 이해

8월30일

라이스프라자의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하여 쌀 가공공정 전반에 관
한 이해도를 높임.

8월31일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제9강. 미곡종합처리장(RPC)
(부안 라이스프라자RPC)

농학박사가

쌀

연구/가공/유통의

제10강. 농산물 가공/유통회사 전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미실
9월7일
란을 방문하여 쌀 가공품에 대한
(㈜미실란)
이해도를 높임.

제11강. 농산물직판장
(라이스프라자 광주직판장)

농산물 직판장 방문을 통한 농산
물 유통과정을 이해

9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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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특별강의
◦ 농업·농촌정책 교육프로그램 이외에 한국의 경제/문화/생활 등 한국의
전반에 관해 연수생의 이해 및 경험을 제고시키기 위한 5회의 특별강의
를 제공

표 2-34. 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 특별강의
강 의 명

강사진

강의 일정

제1강.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한승희

5월 9일

제2강. 한국어회화

안규미

5월 10일

제3강. 한글의 원리

최민정

5월 11일

제4강. 정책수립역량강화

이규천

5월 11일

임송수

8월 26일

제5강. 개도국의 농업성장이 경제개발과 빈곤타파에
기여하는가? -그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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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버디프로그램
◦ KAPEX 장기연수생들이 한국 및 연구원 생활에 잘 정착하고 한국 문화
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연수생들과 연구원의 글로
벌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버디 프로그램을 실시함.

표 2-35. 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 버디프로그램
활 동 명
제1회. 버디와의 만남

활동 내용

활동 일정

장기연수생과 연구원 직원들로
구성된 버디와의 첫 대면식

5월 16일
8월 22일

제2회. 국가별 모임-몽골

제3회. 국가별 모임-모잠비크

각 국가별로 장기연수생과 버디
의 의사소통을 활성화 시키고 개
별연구에 관한 조언 및 생활 개
선을 목적으로 한 국가별 모임
추진

제4회. 국가별 모임-인도네시아

제5회. Warp up session

버디프로그램의 마지막 모임으로
소감 발표 및 마지막 소통의 장
을 마련

8월 29일

9 월 5일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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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특별활동
◦ 강의 형식의 프로그램 이외에 한국의 경제/문화/생활 등 한국의 전반에
관해 연수생의 이해 및 경험을 제고시키기 위한 5회의 특별활동을 제공

표 2-36. 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 특별활동
활 동 명

활동 내용

활동 일정

제1회. 한국문화배우기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시청각
자료 시청

5 월 9일

제2회.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주민 지역 주도의 자율적 환경 개
선 체계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참여

5월 24일

제3회. 해남땅끝마을 문화체험

해남땅끝마을을 방문, 체험하므로
서 한국의 문화 및 자연을 경험

8월 20일

제4회. 텃밭 체험-고구마 수확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대여·
관리하는 텃밭에서 고구마 수확
체험 실시

10월 21일

제5회. 산악회 가을산행

천관산 등반을 통한 한국의 가을
산 자연환경 체험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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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 결과 및 모니터링
3.3.1. 사업 결과
◦ 총 6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현장강의를 포함한 25개의 강의와 11회의 현
장견학, 5개의 특별강의를 실시함.
- 연수생들은 강의 후 Feedback report 작성을 통해 강사진들과 소통함.
- 강의와 현장견학을 접목한 현장강의를 통해 학습의 효과성을 높임.
- 현장학습은 연수생들의 흥미,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하되, 강의를 진
행하는 강사진들이 추천한 견학장소 위주로 방문함.
◦ 연수생들의 연구과제 진척도를 파악하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보고회를
진행
- 착수보고회 (2016. 5. 25.)
- 중간보고회 (2016. 8. 17.)
- 최종보고회 (2016. 10.19)
◦ 연수생들은 관심분야에 대한 자국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개발경험이
자국에 주는 시사점 및 적용방안 등을 위주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Agus Supriatna Somantri, 성명환, 이대섭(2016), “Development of
Postharvest Mechanization Strategies for Reducing Food Losses”,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 Eka Rahayu, 김종진, 이대섭(2016), “Study for Effective Veterinary
Drug Residue Monitoring Module in Mongoli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nkhtuya Tsrendorj, 허덕, 허장(2016), “Study for Effective Veterinary
Drug Residue Monitoring Module in Mongoli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Felix Paulo, 김경필, 김종선(2016), “Policy Recommendations for
Increasing Vegetable Productivity”,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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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itao Pedro Isabel, 강창용, 김종선(2016), “Policies of Farm
Mechanizatio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Manuel Canas, 우병준, 김종선(2016), “Strategies to increase poultry
production in Mozambiqu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Oyunsuvd Gendenjamts, 우병준, 허장(2016), “Analysis of Agricultural
Policy in Mongolia Focusing on Livestock”,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Septian Deny Widya Putra, 김태훈, 이대섭(2016), “A New Way to
Improve Rice Supply Chain Management of Small-Scale Farmers in
Indonesi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Zolzaya Jargalsaikhan, 임영아, 김종선(2016), “Land and Water
Management(Irrigation System Improvement in Darkhan Province,
Mongoli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2-37. 장기연수생 결과보고서 목차
Development of Postharvest Mechanization Strategies for Reducing Food
Losses
1. Introduction
2. Methodology
3. Result and Discussion
4. Conclusio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f Rice Processing Industry in Indonesia
1. Introduction
2. Objectives and Methodologya
3. Analysis Situation
4. Camparative Analysis
5. Recommendations about Providing Stable Paddy Supply for The Rice Processing
Industry in indonesia
6. Concluding Remarks
Study for Effective Veterinary Drug Residue Monitoring Module in Mongolia
1. Introduction
2. Research Range and Methods
3. Current Status Anaysis of RCS in Mongolia
4. Study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RCS
5. Regulatory outline of RCS in Advanced Countries
6. Discuss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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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commendations for Increasing Vegetable Productivity
Introduction
General Information and Agricultural Policies in Mozambique
General Information and Major Horticultural Policies in Korea
Lessons from Korea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Policies of Farm Mechanization
1. Introduction & Background
2. Objectives
3. Description of Situation in Mozambique
4. Resources in Mozambique
5. SWOT Analysis
6. Institutional Arrangement
7. Culture
8. Expected Outlooks/Outputs
9. Challenges
10. Some of Different types of production factors or input used in Mozambique
11. Description of Kprea’s Farm Mechanization
12. Results and Discussions
13. Conclusions
14. Recommendations
15. Follow-up Acations/Acation Plan
Strategies to Increase Poultry Production In Mozambique
1. Introduction
2. Sector Reforms
3. South Korea's experiences
4. Discussion & Conclusions
Analysis of Agricultural Policy in Mongolia Focusing on Livestock
1. Background to the study
2. The Agricultural Setting
3. Korean experience
4.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A New Way to Improve Rice Supply Chain Management of Small-Scale
1.
2.
3.
4.
5.

1.
2.
3.
4.
5.
6.
7.

Farmers in Indonesia
Introduction
Rice Industry Situation in Indonesia
Agriculture and farmland use in the Red River Delta
Comparison Analysis Between Indonesia and Korea
Issues in Indonesia
Suggestions
Issues in Indonesia
Land and Water Management(Irrigation System Improvement in Dar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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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ce, Mongolia)
1.
2.
3.
4.
5.

Introduction
Obejective and Methodology
Five Problem in Darkhan Province
Experience of South Korea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3.3.2. 모니터링 결과
1) 농업·농촌 정책 교육프로그램
◦ 현장 중심적 농업·농촌 교육 프로그램 기획
- 5개 분야별(농업/경영, 농촌개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축산물 생산
/가공/유통, 농업기술/정보)로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인 만족
도가 높았음.
- 장기연수생들의 관심분야가 상이하고 기획전 관심분야 파악이 부족
하여 프로그램 선정에 어려움을 겪음. 사전준비 당시 각 장기연수생
들의 관심분야에 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 관심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니어도 현장강의나 현장학습의 경우
체험학습을 통하여 만족도를 높임.
◦ 현장강의/학습의 경우 외부 및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강사진을 구성함.
- 원내외 전문가의 정책 및 현황의 개괄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 후 현장
방문(현장강의, 현장학습)을 통하여 농업정책의 실제적용사례 파악
및 농축산업계 종사자와의 면담을 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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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연수생 선발
◦ 장기연수생 선발을 위해 정책협의 당시 연수 신청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연수생 자격요건을 판단하였고 영어능력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연수프
로그램 진행에 문제가 없었음.
3) 버디프로그램
◦ 버디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및 연구원 생활 적응도 향상
- 버디와의 지속적 연락 및 만남은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연수생
연구활동을 위한 심신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
◦ 버디프로그램 참여도 개선 방안 필요
- 소수 버디들은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참여도가 낮았음. 개선을 위해
서는 버디가 최종결과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활동 보고를
통해 버디활동 상황의 지속적 확인이 필요함.
4) 특별활동
◦ 2주간의 오리엔테이션 및 문화체험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은 장기연수생
들의 한국 및 연구원 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특별강의
의 경우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됨.
5) 개별연구
◦ 장기연수생의 관심분야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들
을 바탕으로 6개월간 각각의 만족할 만한 연구성과물을 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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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교수진 적극 참여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전담교수진의 개인 연구 및 직무 활동에 의해서 장기연수생의 개별연
구활동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전담교수와의 직접 소통이 부
족하여 매달 의무적인 회의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연구원 내 기본과제 중간 및 최종보고 기간과 장기연수 개별연구 세
미나 기간이 겹쳐서 장기연수 개별연구 지원 및 결과 검토에 어려움
을 가짐.
◦ 개별연구 최종 보고서 작성 시 일관적이지 않은 형식으로 편집 및 출간
에 어려움을 겪음. 그러므로 장기연수 진행 전 보고서 양식 제공 및 보
고서 작성 중간의 양식 검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 장기연수생이 개별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언어문제 존재
- 연구원 자료의 대부분이 한국어자료이므로 분야별 영문 자료의 확보
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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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4.1. 사업 개요
4.1.1. 배경
◦ 우리나라는 OECD DAC국가 회원국 및 G20 국가로서 그에 걸맞은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 및 확대가 요구됨.
- 저개발국의 식량안보와 빈곤탈출, SDGs 달성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
동참하도록 국제사회의 요구가 확대됨.
◦ 저개발국은 대부분 농업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성공한 농업 및 농촌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거나 정책, 기술 등의 전수를 희망
◦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농업개발협력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부처 간·기관 간 상호 협력이 미흡한 경우 발생
- 기관 간 농업개발협력 사업의 분절화*를 방지하면서도 관계기관의 전
문성을 강화·활용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기관 간 사업의 중복, 행정경비 증가 및 수원국 협의채널 혼선 등 문제
◦ 농업·농촌 정책을 선도해온 싱크탱크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관련 기
관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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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목적
◦ 농업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학·연의 파트너십 강화 및 정보공유 네트워
크 구축
- 농업개발협력 국제동향 파악 및 공유
- 농업개발협력의 전략, 방향 설정을 위한 학술발표 및 토론
- 농업개발협력 사업 발굴 및 시행에서의 정보공유
- 농업개발협력 사업 성공 사례 공유 및 해외농업개발과의 연계

4.1.3. 2016년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추진 개요
표 2-38. 2016년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추진 개요
일시 및 장소

포럼 주제

참석인원

2016년 3월 31일
(양재 aT센터)

신 기후체제 하에서의 농업 ODA
의 역할과 추진전략의 방향

67명

2016년 6월 17일
(전북대학교 상과대)

SDGs 이행을 위한 기아‧식량안
보 대책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농
업개발협력의 방향

48명

제11회 포럼

2016년 9월 23일
(양재 aT센터)

국제농업개발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정기술 도입

87명

제12회 포럼

2016년 9월 23일
(코리아나호텔)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업/농촌 부문 전략에의 함의

100명

제9회 포럼

제10회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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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발표자 및 토론자 현황(2013~2016년)

표 2-39. 국제파트너십 포럼 발표자 및 토론자 현황(2013~2016년)
발표 및 지정토론자 기관 유형

국내

국외

총계

발표 및 지정토론자 수

정부

9

농식품부 유관기관

20

국제협력기관(KOICA 등)

6

기업체

2

학계

18

NGO

3

농업분야 외 연구기관

9

협회

1

국제기구

3

정부

5

학계

1

NGO

1

연구기관

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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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업 내용
4.2.1. 제9회 포럼
□ 행사 개요
◦ 주제
- 신 기후체제 하에서의 농업 ODA의 역할과 추진전략의 방향
◦ 배경
- 2015년 12월 최종 타결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에 의거한
Post-2020 신 기후체제 수립은 선진국 및 개도국 공동(196개국)의 목
표가 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재정지원‧기술이전‧역량강화‧투명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이 요구 됨
- 농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 기후변화협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
업 분야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에 기인한 자연재해에도 취
약하여 개도국 농업 발전에 신 기후체제가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상의 결과가 개발도상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ODA 등 개도국 농업개발 지원을 위한 전략 수
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목적
- 신 기후체제가 개발도상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대응전략에 관한 정
보의 공유
- 신 기후체제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 농업의 ODA 지원 방안 탐구
-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농업개발협력 사례 공유와 함의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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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프로그램

표 2-40. 제 9회 포럼 일정
시 간

프로그램

13:30-13:55

ㅇ등록(25‘)

13:55-14:00

ㅇ개회 및 인사말 (05‘)

비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부 신 기후체제 주요 내용과 농업 ODA 역할

14:00-14:30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 기후변화대
응을 위한 농업의제 논의 동향

이종식 연구관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14:30-15:00

신기후변화체제에 부합하는 국제농
업개발협력 전략: 새마을 ODA협력
모델 개발

이요한 교수
영남대학교 지속가능발전학과

15:00-15:15

ㅇ토론 (15‘)

윤순진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5:15-15:35

ㅇ휴식 (20‘)
2부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는 개도국 농업 협력 사례

15:35-16:05

신 기후체제와 SDGs 관점의 국제개
발협력

강상인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

16:05-16:35

Forests are a big winner in the Paris
Agreement

안현진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부

16:35-16:50

ㅇ토론 (15‘)

정학균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부

16:50-17:10

ㅇ종합토론 (20‘)

17:10-17:20

ㅇ기념촬영 및 폐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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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발표 및 토론내용
◦ 주제발표 1: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농업의제 논
의 동향 (이종식 연구관, 농촌진흥청)
- 신 기후체제의 특징은 교토의정서가 감축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하며 자발적으로 국가의 능력에 따른 목표 설정을 한
것에 의의가 있음.
- 파리협정문을 채택하여 기존의 섬 국가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할 것을 강력 요구, 식량안보 내용이 포함되었으
며 2℃ 상승 억제와 관련하여 최악의 기후재앙 방지를 위한 온도 상
승폭 관련 정책 지원 및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 연구가 요구 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관련 국제연맹의 주요 활동으로는 토양 탄소
격리율 제고 및 토양의 잠재능력평가 등 모든 토양 관련 과학 정보 및 경
험 공유, 기후 스마트 농업연맹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농업기술 능력
배양 활동이 있음.
-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은 한국의 경우 3%가 농업이 차지하고 있음.
- 농업 ODA가 개도국 농업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농지 정리 등 생산
기반 지원이 큰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GDP 대비 농업 비
중이 높은 개도국의 경우 행정과 정책 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식량안보를 근거로 기후변화 대응 적응과 완화를 함께한(Co-benefit)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제발표 2 : 신 기후변화체제에 부합하는 국제농업개발협력 전략 (이요
한 교수, 영남대학교)
-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노력과 전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하며
예측 불가능의 성격으로 다루기 어려운 주제임.
- 신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지
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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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농업과 임업 분야의 탄소 소비 감소와
연관 됨.
- 국제협력은 선진국의 재원 투입과 투명성 강조, 개도국의 비용 지불
의 투명성 강조 사이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한국의 기후변화 전략은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한 장기적‧
통합적 관점으로 기회를 잡아야 함.
-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위적 산림전용 및 황폐화로 인한 농업생산성의
부조리에서 기인하고 농업생산성의 증대 거버넌스 구축, 의식개혁,
보건 환경 개선, 사회 자본 해결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효과적인 REDD+는 기존 산림이 황폐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브
라질의 Bolsa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참여한 아마존 펀드를 통해 매월
30불 씩 가구별로 지급하여 소득증대 및 경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음.
- 새마을 운동 세계화 정신으로 농촌 단위 조직 구성, 역량강화 프로그
램, 마을 단위 경쟁을 통해 성과 평가 및 협동 정신 고양을 해야 함.
- 새마을 REDD+ 구상으로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
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자본 축적이 필요함.
◦ 토론 1 : (윤순진 교수, 서울대학교)
- 세계 담수 70%가 농업 부문에 투입되기 때문에 농업 부문 민감도를
고려해야함.
- 농업 부문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 취약한 환경에
놓일 농민의 비중이 높음.
-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3%인데 농업 ODA가 단지 새마을 운동의 결
과물인지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새마을 운동의 성공이 맥락이 다른 상
황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물은 식량 생산에 있어 모든 과정에 필요하며 에너지 투입 역시 기후
변화와 연동이 되어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수요 증가 및 공급
곤란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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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식 연구관) 한국의 낮은 식량 자급률은 식생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이며 개도국의 경우 안정적인 주곡생산이 중요함.
- 개도국에서 요구하는 기술 협력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이요한 교수) 한국의 과거 농정경험(소득 수준이 낮고, 주로 농업에
종사)은 소중한 ODA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함.
- (김정주 교수) 개도국 실정에 맞게 적절한 수정 후 적용이 필요함.
◦ 주제발표 3 : 신 기후체제와 SDGs 관점의 국제개발협력 (강상인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 농업과 경제는 자원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정부 중심 발전에서 시
장 중심의 발전으로 변화하였음.
- 농업의 다기능성은 시장경제의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으며 시장 체제
이외의 협력적 메카니즘의 자원관리가 필요함.
- 서구사회경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이 화두에 오르고, 경상수지 양극화
및 공공부채 규모 증가는 지구 생태계 향상성에 악영향을 주었음.
- 국제농업개발협력 지원 부분으로 녹색기후기금이 재원 pool로 매우
이점이 많으며, 금융기관으로 돈을 빌려 갚을 수 있는 역량에 관한 보
장이 필요함.
- 신 기후체제 및 SDGs 관점의 국제농업 개발협력의 방향은 농업의 다
기능성 보장, 녹색창조경제의 시너지 제고, 지구 환경 의제에 대한 대
응으로 나아가야 함.
- 농업 부문의 국제개발협력이 국내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커야
하며, 지역 국가정책 Think Tank를 통한 정책 협력 메카니즘 구축이
필요함.
- 베트남은 인프라와 종자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농업 분야 국제
협력 대표 사례로써,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의 비중이 높음.
-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개발, 스마트 농업을 환경적으로 연계하여 주제
별 전략 개발이 예정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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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공동체 기반이 80년 만에 무너졌지만 기술 발전이 부족한 동남
아에서는 더 적은 시간에 무너질 수 있으며, 농업부분이 다른 산업에
비해 발전율이 낮을지라도 절대 생산량이 높아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주제발표 4 : Forests are a big winner in the Paris Agreement (안현진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Kyoto Protocol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최초였
으나 36개의 감축의무를 선진국에게만 부여, 법적인 조치 미흡으로
강제성 하락, 미국의 불참으로 다른 국가의 불참도 증가, 시장의 낮은
성숙도 등 한계점이 존재하는 반면에 파리협정은 선진국뿐만 아닌 개
도국이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이행보고서를 발표하고 의논함으로써
강제성이 발효 됨.
-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산림 벌채로써 산림 비율이 50%에서
30%까지 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산림을 농지로 변화시키는 농지
변화, 건설, 원료의 사용, 인구 증가로 거주지 건설 등이 있음.
- 아프리카 중에서도 매우 벌채율이 높은 콩고는 농지 전환 및 외국 펄
프 회사의 자원 남용으로 산림 훼손이 심각함.
- REDD+ 성공을 위한 장벽으로는 내전, 벌채 문제에 무관심, 인프라
부족, 재정 부족, 국민의 나태한 성격 등이 있음.
- 브라질의 경우는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인해 세계적 모니터링 시스템
확보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가에 비해 직접적 탄소 흡수를 통한 경제
적 이익에 관심이 높으며, 자국 감축량 계산과 협력 국가 보고 체계가
발달 하였으나, 거버넌스의 부족 및 법적 강제성이 부족함.
- REDD+의 기회비용은 산림벌채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이 있으며 이
행 비용은 공무원 고용 후의 감시 비용이 포함되며, 거래 비용으로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여 전 지국적인 협력을 통해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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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2 : (정학균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제농업파트너십은 선진국‧개도국‧극빈국 등 모든 국가로 나누고
합의하여 대부분 국가가 참여,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 메카니즘
마련, 국가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목표 설정 방식 형성, 기후 재원 확
보를 특징으로 함.
- 우리나라는 국제 여론에 의해 자체적인 감축 목표에서 강제적인 감축
목표로 전환
- 국제농업파트너십의 농업 분야 전략은 기후 스마트 농업을 통해 공동
편의 제공 및 목적 지향 농업, 질소 사용 감축으로 온실 가스 발생 감소,
한국의 탄소 감소 기술을 타국에 전수는 win-win 전략이 되어야 함.
- 산림 분야는 아마존 농가의 소득감소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활발해
야 하고, ODA를 통한 실적이 탄소 감소 실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함.
- 결론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업종
별 기술별 할당을 통해 감소 목표의 부담을 나누고, 신 기후체제 내에
농업과 산림 분야의 농업인 역할이 중요한 것을 인지해야 함.
◦ 종합토론
- (박은우 교수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술보다는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 발전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국제개발
을 진행해야 함.
- (이종식 연구관 답변) 대농민 지원 등 기후변화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
해 노력하고 있음. 극빈국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도움이 되고, 개도국
은 정책 개선이 효과가 크기에 국가 상태에 맞춰야 함.
- (안현진 박사 답변) 정부에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면 부패한 정부
의 재원 낭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국제적 모
니터링이 필수적임.
- (강상인 박사 답변) 기후 재원은 loan의 형태이며 이전 단계는 grant
형태임. 인력개발은 농업 기술 개발도 있지만 농업 조직, 농지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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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함. 메콩 유역 같은 경우 관습적 농지를 갖지만 소유권에 있
어서 근본이 흔들릴 수 있음. 개도국의 소규모 농가를 보면 기계화가
힘든 문제가 있음.
- (청중) 파리협약을 통해 강제해야할 국가가 빠져있는데 어떻게 개선
해야할지, 개도국 관점은 식량 부족 해결이 우선인데 이에 대한 의견
은 무엇인지.
- (강상인 박사 답변) 화석연료의 사용이 에너지 체계가 탄소에서 환경
적인 것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 개도국은 선진국 발전상황과 다르
게 발전이 예상 됨. 따라서 화석 연료 사용의 패턴이 다를 것으로 예
상되며 미국 또한 새 에너지 발굴에 적극적임.

4.2.2 제10회 포럼
□ 행사 개요
◦ 주제: SDGs 이행을 위한 기아‧식량안보 대책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농업
개발협력의 방향
◦ 배경
- 2015년 9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됨에 따라 2030년까지 농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새로
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예상 됨.
- SDGs에서는 농촌개발 분야와 관련된 목표가 12가지로 확대되었으
며, 그 중 목표2에 따르면 기아 종식‧식량안보‧영양개선‧지속가능 농
업 증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농업은 대다수의 개도국에서 농촌지역의 80% 이상의 경제를 차지하
며, 식량안보, 영양 및 농촌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지속가능 농업개발협력의 방향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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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농업‧농촌 관련 목표에 대한 정보 공유
- 기아‧식량안보‧영양 및 지속가능 농업 관점에서의 개도국 농업개발
협력 방향 수립
- SDGs 관련 국제기구 현황 및 국제농업개발협력 사례공유와 함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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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프로그램
표 2-41. 제 10회 포럼 일정
시 간

프로그램

13:30-13:55

ㅇ등록(25‘)

13:55-14:00

ㅇ개회 및 인사말 (05‘)

비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부

14:00-14:25

SDGs와 기아‧빈곤

임형준 소장
유엔세계식량계획(WFP)

14:25-14:50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사업: 방글라데시
꾸밀라 농촌종합개발사업 사례중심으로

이순열 팀장
(사)글로벌발전연구원

14:50-15:10

ㅇ토론 (20‘)

한성수 교수
경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5:10-15:30

ㅇ휴식 (20‘)
2부

15:30-15:55

SDGs 지표 활용을 통한
국제농업개발협력 성과 측정

이대섭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55-16:20

국제농업‧농촌개발의 현황 및
주요사례와 시사점

김태윤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16:20-16:45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국제기구
전략 및 동향

원지은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45-17:05

ㅇ토론 (20‘)

류종원 교수
상지대학교
유기농생태학과

16:45-17:05

ㅇ종합토론 (20‘)

17:05-17:15

ㅇ기념촬영 및 폐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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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발표 및 토론내용
◦ 주제발표 1: 방글라데시 꾸밀라지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이순열, 글로벌
발전연구원)
- 해당 사업은 약 350만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시범 사업 등을 시행하였음.
- 지역의 핵심문제는 농업기반시설 부족, 농외소득 활동 부족, 시장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나타나며, 본 사업을 통해 실시된 활동은 농촌종
합개발을 아우르는 지원임.
- 사업실시 당시 수원국의 현지 정세 불안으로 현지조사 일정 및 방법
변경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였으며, 성과에 대한 정량적 수치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한계, 조사 대상 및 범위의 한계가 있음.
- 사업의 결과 양국의 정책과 개발원조정책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도출
되었으며, 수혜기관은 원조기관으로써 적합하지만 방글라데시 시행
기관의 경우에는 지역개발이라는 전문성은 갖추었으나 농민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함.
- 경운기 활용을 통해 쌀 생산량이 증가, 쌀 저장고 활용에 따른 변화는
보통이었으며, 관개용 관정은 작물 생산량 증가 및 노동시간 절감에
효과가 있었음.
- 결과적으로, 농업기반시설활용 측면에서는 사용이 거의 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고, 지역기반시설활용 측면에서는 지역별 성과가 상이하
며, 사업기획 측면에서는 사업예산대비 사업의 규모가 광범위했음.
◦ 주제발표 2 : SDGs 기아 및 빈곤 (임형준 소장, 세계식량계획)
- SDGs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목표 수립을 특징으로 하며, 17
개 세부목표를 구성하여 MDGs 보다 세부적 목표를 수립, 기아 및 빈
곤 퇴치는 SDGs 목표 중 가장 상위 목표임.
- 세계식량계획의 목표는 기아종식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지원(목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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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달성을 위한 협력 증진(목표2)가 있으며 각각 SDGs 목표 2와
SDGs 목표 17과 연관 됨.
- SDGs와 연계시키기 위해 세계식량계획은 5가지 목표를 수정하였으
며, Zero hunger 목표는 총 17개 중 13개 목표와 연관되어 있음.
- Zero hunger Challenge 는 2세 이하 영유아 영양기여, 적절한 식량접
근성, 지속가능 식량시스템, 소농의 생산성 증대, 음식물 쓰레기 감소
5가지 주요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8억 인구의 Zero hunger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평가에
의해 국가의 역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역량이 부족할 때는
세계식량계획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스스로 기
아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Zero hunger를 위한 기술과 인프라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
지가 중요함. 한국 또한 Zero hunger의 좋은 예로 세계식량계획으로
부터 원조를 받은 국가였지만 20년 만에 기아문제를 해결한 국가로
변모하였음.
◦ 토론 1 : (한성수 교수, 전북대학교)
- (한성수 교수 질문) 한국의 NGO 단체와 연계해서 아시아 및 유럽의
개발 사업 및 참여 기업이 있는지, Post 2015 에도 여전히 기아와 빈
곤이 중요 이슈이며, 공여국으로서의 한국 ODA 방식을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농업농촌 분야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 국내 공여사업의 대부분은 KOICA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음. 각종 개
발협력 사업 평가 체계 및 절차는 많지만 사후관리가 매우 부족한 실
정임. 또한, 유‧무상 원조의 이원화, 사업시행 부처의 다원화로 인해
원조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동 포럼과 같은 플
랫폼을 통해 학계 간 공유 및 사업 시행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중요함.
- 예를 들어, 농기계 지원 사업을 시행 후 사용 실적이 미미한 경우가 많
은데, 비효율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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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이 필요함.
- (이순열 팀장, 답변) 캄보디아 사업의 경우 평가 진행을 위한 예산에
만 1억 이상이 소요되는 등 평가가 중요시 되는 추세임. KOICA의 성
과중심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
- (강상인 박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ODA 사업의 경우 현지 실정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사전평가가 제대로 시
행될 경우 사업 형성과 실행에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캄
보디아 사업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 (이대섭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재 FAO에 따르면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을 4가지 측면(자급률, 접근성, 가용성, 영양)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개도국의 경우 곡물 순수입국인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자급률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고, 식량안보 지수가 낮음. 즉, OECD와 개도국
에서 실질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식량안보(자급률)의 개념이 서로 다
른 실정임. 이에 따른 유연한 평가 기준이나 고민은 없는지?
- (답변) 개도국의 경우 나라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식량안보에 대한
관점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현재 국제기구가 마
련한 기준과 실제 개도국에 적용되는 개념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에 있음.
- (충북대) 수원국과 평가 결과를 공유하게 되는데, 사업 이후 수원국의
의견을 접수받아 반영한 적이 있는지?
- (답변) 지방정부의 경우 예산이나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조직의 경우에는 조직 역량에 따라서 평가 사
업 후 시행결과가 상이함. 현재 방글라데시 개발사업의 경우 주민조
직에서 의견서를 접수 받은 것이 있음.
◦ 주제발표 3 : SDGs 지표 활용을 통한 성과측정 (이대섭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제개발협력 재원은 ODA, 기타 공적자금, 민간자금, 민간증여로 구
분되고 있으며 효과성,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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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아디스아바바, 실행계획에서 과학기술 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두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UN에서는 매년 사업에 대한 통계 보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농업의 경우 1년 안에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임.
이러한 경우 3~5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사업 역시 UN의 권고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반영하여
야 함. 생산성, 노동 단위 역시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통일되어야 하
고, 대상국 정부와 함께 통계 시스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SDGs는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 및 229개의 글로벌 지표로
구성 됨. 지표는 총 241개로 229개의 글로벌 지표와 12개의 부수적인
지표로 구성 됨. 모든 지표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논의가 진
행 중.
- 농업‧농촌 분야 사업 유형별 성과관리는 SDGs 목표와 부합하는 방향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SDGs 지표로 측정 가능한 사업위주
로 추진을 고려해야 함.
- 성과관리는 성과의 정의를 대상국 정부와 합의해야 함. 예를 들어, 기
초선 조사 결과와 결과선 조사 결과의 차이를 합의해야 함. 이 조사는
대상국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대상국 통계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 주제발표 4 : 국제농업 농촌개발 현황 및 사례 (김태윤 교수, 서울대학교)
- SDGs와 MDGs는 모두 보편성, 통합성, 포용성의 특징을 갖고 있음.
개도국 중심에서 선진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으며, 사회‧
경제‧농업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임.
- 국제사회에서 약 1800억 달러의 ODA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농업생산은 6%를 차지하고 있음. 교육‧보건 등의 사회 인프라가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따라서 재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
안이 가장 중요함.
- FAO 농가현장학교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써, 농촌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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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각 농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
음. 또한 IFAD의 주민참여형 통합적 수자원 관리 사업은 아프리카
잠비아 지역의 농가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던 사업임. 물 사
용, 기계 수요 증가 등에 대한 교훈을 얻었음.
- 이 외에도 베트남의 도이모이 운동, IFPRI 곡물시스템 이니셔티브,
JICA의 농업기술 제공 사업, 인도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농업컨설팅
제공 사업이 있음.
- 르완다와 모잠비크는 한국 농기계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사용
하기에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음. 이에 민간단체의 참여가 필요함. 연
구시설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교육 공간이 부족하며, 활용도가 부족함.
- 결론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관점이 중요함. 스스로 지속가
능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이와 관련한 출구전략이 필
요함.
◦ 주제발표 5 : SDGs 국제기구 전략 및 동향 (원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SDGs 관련 국제기구의 특징은 다면성을 포괄하는 반면, 너무 많은
주제가 열거되고 있다는 점임.
- UN의 경우 다수의 개발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발의제, 핵심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에 의해 UNTST를 설치하였
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을 도모해야 함.
- TST에서는 MDGs 달성 여부 확인 및 향후 SDGs 수립과 이행을 위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함. UNSDNSN에서는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실
시를 위한 프레임워크로 활용됨. UN 통계국 산하 IAEG(전문가 그룹)
에서는 지표 프레임워크 설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작업 중임. 이후 결
과의 공유를 위해 분석 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여 활용함.
- OECD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틀을 활용하여 SDGs를 지원하고자
함. 이는 자체로 진행하고 있는 분석틀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
님. 최근 제8회 OECD 글로벌 개발포럼에서는 SDGs 관련 이슈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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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 농업 관련해서는 New Rural Paradigm(2006)이 제시됨.
- 세계은행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원의 확충을 위한 이슈를 다루고자 시
도함. 투자방식의 다양화, 일자리 창출, 인프라, 인적개발, 의료제도
등 관련하여 집중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이미 갖고 있는 재
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진행 중임.
◦ 토론 2 : (류종원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친환경적인 농촌개발, 농촌개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개념이
라고 생각함. 우리나라의 농업은 지속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우리나
라 농업농촌 사업이 SDG 목표에 따라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농촌개
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함. 목표를 선정하는데 우리나라 농촌
개발에서 개발목표를 먼저 선정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
각함.
- 농촌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이 과연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인지와 한국형 ODA 모델 프로그램 자체도 지속가능한 목표
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 학회 등에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함. 우리나라 미래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함. SNS
등 공감할 수 있는 정보 사이트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농업 분야에서
전체적인 농업 정책, 농촌개발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
- (이대섭 박사 답변) 우리나라 농업농촌분야 SDGs 목표 관련하여 우
리나라 또한 SDGs 달성을 위해 농업농촌 목표를 연계하는 정책 수립
에 확신이 없는 상황임. 곡물, 원예산업, 축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시장 자체가 농업분야를 움직이기 때문에 SDGs 목표에 맞는 정책
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듬. SDGs를 적용하여 농촌을 개발하겠
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업대상국, 사업대상지역의 사람들에게 초점
을 둘 수밖에 없음.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개
발목표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확신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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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종원 교수 질문) 평가항목이 늘어났지만 통합적인 개념으로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속가능농업개발의 문제의 경우 인력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장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고 퇴직자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음. 젊은 인력 확충,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고 전
문기관 육성이 필요함.
- (이순열 팀장 질문) 개발도상국에서 농촌개발사업 진행 시, 성과로 소
득증대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매 소득이 있을 수 있음. 소득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출을 소득으로 대체하여 소득을 추
정함. SDGs 지표에서 소득 측정은 어떻게 가능할지?
- (이대섭 박사 답변) 소득 측정 방식은 현재 SDGs 지표로 소규모 농가
중 세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리해서 소득을 측정함. 소규모 농가
를 주 대상으로 하며 , 매년 소득의 변화를 측정하여 농업소득과 농외
소득으로 구분함. 측정 방식이 다양해지다보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
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얻기 어려움. 단순한 지표
설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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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제11회 포럼
□ 행사개요
◦ 주제
- 국제농업개발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정기술 도입
◦ 배경
- 1960년대 경제학자인 슈마허(E. F. Schumacher)가 당시 주류 개발협
력 프로젝트의 대규모성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으로 중간기술
(intermediate technology)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중
간기술, 혹은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의 도입가능성과 유효
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임.
- 다만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과성을 그 골자로 하는
적정기술의 적용은 여전히 그 잠재력이 인정받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부침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개발 관련 단체들이 활
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 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적절성과 효율
성을 돌이켜 보는 동시에 향후 전략 수립에 적정기술 도입 가능성을
타진함.
◦ 목적
- 농업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적정기술 도입의 의미와 가능성 이해
- 기존 농업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적정기술이 적용된 사례 공유
- 향후 한국 농업 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적정기술 도입 및 적용가능성 탐색
- 적정기술 도입을 통한 한국 농업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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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프로그램
표 2-42. 제 11회 포럼 일정
시 간

프로그램

13:00-13:30

ㅇ등록(30‘)

13:30-13:35

ㅇ개회 및 인사말 (05‘)

비고
김창길 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부: 농업 관련 적정기술 도입의 의미와 동향

13:35-14:00

논문1: 개발도상국 농촌/농업 부문
적정기술 도입의 의의와 전망
–적정기술의 탄생과 역사

홍성욱 교수
(국립한밭대학교,
적정기술미래포럼 대표)

14:00-14:25

논문2: 생물다양성협약과 적정기술
도입 방안

구교영 대표 (이암허브)

14:25-14:50

논문3: 아프리카 농업의 현주소와
적정기술 도입의 의미, 그리고 전망

박영호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50-15:05

ㅇ토론 (15‘)

조공장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태진 박사 (GS&J)
김종선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05-15:20

ㅇ휴식 (15‘)
2부: 농업 관련 적정기술 도입 사례와 전망

15:20-15:40
15:40-16:00
16:00-16:20
16:20-16:30
16:30-16:50
16:50-17:10
17:10-

사례1: 캄보디아·라오스 농촌/농업 부문
적정기술 도입 사례와 전망
사례2: 해외 농촌개발에서의 수자원
활용 관련 적정기술 도입
사례3: 친환경농업 기술의 보급을 통한
개도국 지역개발 사례와 개발 효과성

김만갑 교수
(라오스 MG적정기술센터)
손주형 박사
(한국농어촌공사)
이창표 과장 (월드비전)

ㅇ휴식 (10‘)
사례4: 네팔 허브 가공 사업 운영
사례와 전망
사례5: 캄보디아에서의 실현가능한
DSC(쌀 저장/건조) 기술 도입 및 운영

ㅇ종합토론, 기념촬영 및 폐회

안형구 팀장 (굿네이버스)
장영창 교수
(굿파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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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발표 및 토론내용
◦ 개발도상국 농촌/농업 부분 적정기술 도입의 의의와 전망(홍성욱, 국립한밭대학교)
- 슈마허는 1965년 칠레 산티아고 유네스코 회의에서 적정기술의 모태
가 되는 “중간기술”을 제안함.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기술 원조를 20
년 이상 해왔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에서 “중간기술”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음.
- 중간기술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그대로 개도국에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 현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개도국 토착기술과 선진국의 첨단기술
사이의 위치에 해당하는 기술이 도입되어야 함. 다만 “중간기술”이라
는 용어는 인간중심의 기술이라는 특징을 약화시키고 있어, 적정기
술, 대안기술, 사회적 기술이라는 개념이 이를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음
- 적정기술은 적은 비용, 현지에서 나는 자원 사용. 현지의 기술과 노동
력 활용, 작은 규모의 농업인들에 의해서도 사용가능할 정도로 소규
모,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 등의 특징이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
추어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음
- MVP 사업(우간다)은 물 공급, 모기장 보급, 소액금융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음. 농업관련 사업으로는 옥수수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
으나 경쟁력은 없었음. 농업관련 생계(소득 증진)형 적정기술이 제대
로 보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생존형 적정기술에 머물고 있음
- 적정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현지 맥락에 대해 이해하는
것임. 아울러 지속가능성이 중요함(비즈니스 플랜 관련). 1) 사람들이
원하는지, 2) 실현 가능한지, 3) 지속가능한지 고려하여야 함.
- 적정기술에서는 실제적으로 행위자(actor)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
음. 우리나라의 경우 행위자(actor)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적정기술,
즉 인간중심의 디자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음. 지
속가능한 적정기술이 발전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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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협약과 적정기술 도입 방안(구교영, 이암허브)
- 2014년 10월 28일 나고야 의정서 발의(생물다양성협약 근거)후 적정
기술 개발가능성이 높아짐.
- 나고야 의정서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다양성의 당위성 강조: 생물
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멸종위기의 생물 보
호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이용할 필요도 있으며, 지역 주민과의
이익공유를 할 필요성도 존재함.
-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발생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 이익 공유란? 토착지역공동체(IPLC)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유전자
원 관련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이익이 공유되는 것을 의미함. 생물다양
성을 기저로 ‘유전자원’, ‘전통지식’, ‘토착지역공동체(IPLC)’가 요구됨
- 이익 공유는 금전적 이익공유와 비금전적 이익공유로 구분되는데, 비
금전적 이익의 경우 기술적인 지원, 연수 등을 말함.
- 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에 대한 가치는 약 40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
되며, 미래 식량 및 건강식품, 의약품 등으로 활용 가능함.
- 생물다양성이 왜 적정기술인가? 적정기술은 지역 내 존재하는 ‘생물
다양성’, ‘문화다양성’, ‘전통지식’을 포괄하는 것으로써 적정기술로
발전될 수 있음.
- (생물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국제개발협력 모델) 기술수요국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국내 기업 및 학교가 자본과 기술을 연계하여 개도국과
의 협력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농업분야 적정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
는 것과 같은 맥락임.
- (협력 사업 사례) ‘후디아’ 발견 후 금전적 이익을 상대국과 배분을
합의했고, 비금전적 이익으로는 후디아 추출기술 및 실험실을 유니레
버와 하이토팜이 투자했으며, 이익의 일정 부분은 지역 토착민에게
배분함. 투자 민간 기업은 특허품종, 식품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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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화 할 수 있었으며, 유전자원 추출 과정부터 상품화 과정까지
프로세스화에 성공하여 지속적 이익 창출 가능
-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적정기술 접근 방향으로 토착주민들과의 신뢰
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생태조사 허가 등)하며, 또한 상업적 이
익 공유를 토착민과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업적 이익 공
유를 통해 기술 이전 및 재배시설 설립 등을 하는 것임 .
- 적정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접근은, 토착공동체와의 공동소유권이고
지속가능한 생산구조를 수립하여 현지에서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생
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정부기관에서는 우리의 자원 및 해외자원
을 보전할 수 있는 법, 제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함.
◦ 아프리카 농업의 현주소와 적정기술 도입의 의미, 그리고 전망(박영호,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 아프리카에서는 왜 녹색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수많은 이유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대부분 농업과 밀접한 관련
- 농지 면적은 커지는데 생산성은 낮아지는 현상: 토지소유 등과 관련됨.
- 아프리카 빈곤의 근원은 농업 낙후성에 기인(농업가구 비중이 70%,
절대빈곤인구 90%가 농촌에 거주)
- 영농체계: 대부분 생산성이 낮은 작물들을 경작(뿌리작물 등)
- 아프리카 농업의 3대 리스크: 식량부족, 에너지 부족, 물 부족
-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시장접근성 낮음.
- 농업정책의 실패: 60년대 초반 독립시기에 그린 개발 청사진은 대부
분 공업화정책을 추진함(대부분 경제학자들은 농업을 추천). 가나 등
거의 농업 무시 정책(보조금 관련 등)을 채택한 국가도 부지기수였음.
- 강우량에 따라 농업생산성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음.
- 아프리카 농촌공동체 토지소유제: 토지소유권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종사, 씨앗 등 구입을 위한 담보재산 형성이 어려움. 그에 따라 투자
도 잘 이뤄지기 힘들며, 땅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지 않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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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개발 잠재력은 매우 높음. 다만 잠재생산성 대비 실제 생산성 매
우 낮음.
- 우간다 참깨 생산량은 전 세계 5위 수준이며, 대부분의 참깨들은 품
질이 높아 유럽 등지로 수출됨. 다만 가공이 안 된 상태로 낮은 가격
에 팔림. 농업 가공에 대한 수요, 특히 도시로 들어가는 상품들에 대
한 수요가 높음.
☐ 1부 토론
◦ 조공장 박사
- 정책의 효율성 평가연구를 하다보면, 기술자체의 수준으로 적정기술
을 평가하는데 그것은 50이하라고 할 수 있음. 기술 자체를 사회와
매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누구에게 필요한 기술인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수요자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음). 자본, 인재, 효과성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매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 왜 비 적정 기술이 공급되는가? 첫 번째 사례로, 이집트 수은처리공
장 문제를 보면, 사회적으로 분리수거가 안 되어 폐형광등이 모이지
않아 운영이 되지 않음. 수은 모집 시스템이 안 되어 정책이 못 따라
가는 경우가 발생함.
- 두 번째 사례로, 몽골의 RDA 고체연료 재활용 공장 사례가 있음.
RDA를 사용하는 곳이 없어서 지역사회에 필요하지 않았는데 공장
을 지음. 이 두 사례는 원조사업이 지역사회에 어울리지 않았던 대표
적 사례이며 비 적정기술의 예임. 그 이유는 우리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수원국의 이익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해 생긴
것으로 보임. 사업 선정 사유 공개 및 정보공개 등 선정과정의 투명
성과 적절성을 강화해야할 것
- 어떻게 사업을 감찰 및 관리해야하는지 사업 평가 제도를 설명해 보
면, 사후 평가는 사업의 적절성, 사업에 대한 수요, 사업의 효율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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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시기의 적절성, 비용 대비 효율성, 지속가능한 활용이 가능한지 여
부 등의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결과 공개를 통해 엄격히 적정기
술 사업을 관리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권태진 박사
- 주체성을 갖고 자기 나름의 기술과 자원을 잘 활용해야함. 평가의 기
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 현재 당면한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봄.
- 북한의 경우 2개의 비 적정기술 사례를 꼽을 수 있음. 주체비료는 에
너지를 과소비하므로 지속가능성을 가지지 못해 적정기술이 아님.
- 유전자원 10만종 보존자료 요청을 했으며, 5만종 유전자원이 보관되
어있지만 수출 컨테이너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보관되어 있음. 보
존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므로 그것은 적정기술이 아님.
- 북한의 수력발전소에서는 중력관개시스템을 차관을 통해 개발하였는
데 그것은 현명한 적정기술 선택임.
- 전국적인 가정 전기는 하루 2~3시간 정도 전기 공급 중임. 전기 팬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것도 생활의 적정기술로 볼 수 있음.
- 농업 가뭄피해가 왔었는데 지구 온난화 영향을 많이 받았음. 벼 대신
잡곡을 재배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한 바 있음.
- 사람을 이용하여 관개시설을 대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적정기술이 될 수 있음.
- 가뭄 저항 작물 개발 등 가뭄 대비하는 기술 등도 적정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 김종선 박사
- 세계적으로 기술수준이 급격하게 향상 중에 있음. 중간기술 또한 수
준이 올라가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함. 기술 수준에 변화에 따라서 (적
정기술의 기술 수준도) 변해야하는 것 같음. 적정기술을 보면 당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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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따라 굉장히 상대적으로 보임. 선진국, 개도국, 최빈국에서 적정
기술을 논의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기술이 다르기 때문임. 나라
의 당사자/수요자가 원하는 기술 수준, 대상자, 개발 방법, 보급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사례발표 1 : 캄보디아 라오스 농촌/농업부분 적정기술 도입 사례와 전망
(김만갑, 라오스 MG적정기술센터)
◦ 적정기술의 원리
- 산지가 많은 네팔에서의 Q-Drum이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적정기술
은 그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한국의 유기비료는 다른 나라의 기후, 토양 상황 등과 다
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전달하는 것은 지양해야함.
◦ 적정기술 개발의 성공을 위한 단계
- 준비단계가 필요함. 최소 6개월 이상 현지 조사가 필요하고 어떠한 기
술들이 필요하고 적용가능한지를 이해해야 하며, 현지 문화, 사회구조
등을 선행조사를 통해 연구하여 국가에 알맞은 기술을 적용해야 함.
- 적정기술을 적용할 때, 제품을 개발하여 들어갈지, 프로세스로 들어갈
지 고민해야함. 예를 들어, 모링가 분말 생산 공정의 경우 소각장-온돌
건조장-EM활용 건조-유기농퇴비-유기농 살충제-포장 등의 프로세스
를 거친 적정기술 공정을 개발하여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보급함. 따라
서 적정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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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발표 2 : 해외 농촌개발에서의 수자원 활용 관련 적정기술 도입
(손주형, 한국농어촌공사)
◦ 적정기술의 여러 가지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휴대 가능한 경운기, 예초기
- 파푸아 뉴기니: 자전거를 이용한 농기계, 자연건조기 사례
- 에티오피아: 인젤라를 만들기 위한 조리화덕, 다양한 음식문화에 따
른 다양한 조리화덕 사례 등
◦ 적정기술이란?
- 지역적 조건에 맞는 기술로서, 자원 및 에너지절약형의 친환경적인 기술
“not really the same problem”
< 농업 부문 적정기술 >
◦ 농업에서는 수자원 활용이 가장 중요함(수자원 관련 적정기술에 대한 사례)
- 양동이와 로프: 가장 전통적인 우물 이용 형태임
- 버켓펌프: 수량이 적은 관정에 활용이 가능하며 비용이 저렴
- Suction hand-up 펌프: 작두펌프와 유사. 0~7m정도의 양정
- Direct action 펌프: 상하로 힘을 주는 방식. 0~15m 정도의 양정
- Level action 펌프: 5~55m 양정, 1960년도 인도에서 극심한 가뭄이 있
었을 때 유니세프가 개발
- 제트펌프, 풍력펌프, 페달펌프, 로프펌프, 스쿠르펌프, 나선형 펌프,
슬라잉펌프, 수격펌프 등의 사례가 있음
- (함의) 지역마다 지형, 기후적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적정한 기술
- 미얀마의 양수기, 경운기 복합형 -> (함의) 적정기술의 경우, 활용도
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적정기술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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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지 및 관리임. 2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
-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사례발표 3 : 친환경농업 기술의 보급을 통한 개도국 지역개발 사례와
개발 효과성 (이창표, 월드비전)
- 적정기술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문제, 즉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에 상품 생산량 증대가 중요한 이슈
- 적정기술 사례: 패달펌프, 벽돌온실, 감자생산, 곡물 및 채소 저장 등
이 있으며 토착민에 대한 기술이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짐
- 친환경 농업: 기존의 관행농업에서는 화학비료 사용, 유기농업에서는
유기질 비료 사용, 보전농업에서는 최소한의 비료를 사용하고 있음.
친환경농업은 무경운, 멀칭, 토착미생물, 자가 퇴비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짐
- 무경운 및 멀칭, 토착 미생물 사용 등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이 가능
했으며 토착지역민과의 ‘knowledge transfer(지식 전이)’가 가능했음.
이는 적정기술 활용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으며, 활용되는
원리를 중심으로 단기 학습을 진행하여 토착지민들에게 기술을 전달
하고 차후에 피드백 관리는 별도로 진행함
- (결과 사례) 베트남과 에티오피아의 경우 친환경농업(Neorganic farming)
을 도입한 후 투입비는 감소하고, 벼 생산성이 증가하여 경제적 수익
이 창출되었음. 베트남 양돈장 및 양계장에서는 자연발효 사료를 사
용함으로써 질소 배출이 줄어드는 등 수익성이 증가하고 시장가격이
우호적으로 형성되는 결과가 나타남
- 친환경농법을 도입하여 생산한 농산품의 경우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
되는 등 시장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관련 생산자 협동조합이 생겨나
고 이는 곧 지속가능한 지역경제개발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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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발표 4 : 네팔 허브 가공 사업 운영 사례와 전망 (안형구, 굿네이버스)
◦ 사업목적: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개발(소득증대)
- 적정기술을 수단으로 하여 조직, 지역주민에 포커스를 맞춘 구조(소
득증대 사업 안에 적정기술 활용)
- 8년 정도 해왔으며 계속 개발 중
- 최빈국에서 사업화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존재함
-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지, 네팔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
장이 확보되어 있는지, 시장 안에 개발할 만한 아이템이 있는지 여부
를 검토함
- 2008/9년부터 시작
◦ H Plant 사업 소개
- 2013년부터, 히말라야 산간 안에 있는 최빈국인 네팔에서도 가장 빈
곤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
- 빈곤 원인 중 하나는 접근성임: 물건을 사거나 파는데 시장까지 왕복
8일이 소요됨
- 산에 있는 허브를 채취하며 생활(무슨 종인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
르고 중간 상인들에게 중간상인들이 형성한 가격에 팔고 있음)
- 조합(허브 채집원, 협동조합이 1차 가치사슬 형성),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2차 가치사슬-가공 및 상품개발)을 접목시킨 사업
- 적정기술을 실제 활용하는 사람들은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역
량강화가 중요함. 적정기술이 왜 필요하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소득 증대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 (네팔 교육지부
에서 진행)
- 실제 채취한 허브는 마을 조합이 사고 이를 마을 저장창고에 저장 ->
1차 가공(오일 추출) -> 사회적 기업이 이를 받아서 상품화(2차 가공)
- 중간상인, 도매상인의 역할을 조합, 사회적 기업이 맡도록 하는 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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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지만, 인식 변화가 쉽지 않음. 기존의 시장 흐름(flow)을 깨뜨리
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심함(유통구조 개선의 어려움). 3년이 지나
면서 정착이 되어가고 있음
- 현재 문제는 마케팅 및 판매임(도전 과제)
- 티백을 만들어 내수화. 가공한 오일은 한국으로 수출(LG Beyond) 등
- 실제적 소득 증대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함(현재 진행 중)
- 적정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의 과정에 있음
☐ 사례발표 5 : 캄보디아에서의 실현가능한 DSC(쌀 저장/건조) 기술 도입
및 운영 (장영창, 굿파머스)
◦ DSC와 RPC는 벼의 건조 및 저장시설 및 미곡 종합 처리시설을 뜻하며,
서로 중복되는 면은 있으나 DSC는 저장 관점에서의 쌀 출하시기의 융
통성을 강조하며, RPC는 쌀 소비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유통에 중점을
두기에 모두 중요함
-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DSC의 문제가 지적되어왔음. 이는 같은 기술을
다른 조건의 국가에 적용시키려 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함
- 캄보디아에서 생산된 벼는 수확시기가 지나면 저장된 벼가 없어 기존
에 구축된 RPC의 정상 가동이 어려움
- 캄보디아 DSC 구축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쌀의 부가가치를 높임으
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함
- 기존 농업관련 개발 협력사업 분석결과(몽골 축산 3개 사업) 질병진
단 및 축산물 분석능력 향상, 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 및 전문성이 필
요하며, 전문가 양성 및 파견이 필요함
- 몽골 채소재배 온실설치 지원 사업에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
술 지원,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 캄보디아 농업분야 5개 사업에서는 농업용 수자원에서 높은 성과를
위해 사업 후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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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관리의 문제
- DSC 구축을 통해 벼 확보, 벼 공급 사이의 기술적 전수가 잘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고 있음
- 고급기술을 배제함으로써 관리의 간편성 증대, 매칭 펀드를 통해 원
료 확보 및 안정적 건조,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쌀 개발
추진, 수행과제의 시작단계부터 현지인 관리자 양성
- 적정기술이란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을 잘 전수하되 이를 관리할 능력
을 배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종합토론
- 허장: 적정기술은 개도국 사업 추진 시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와 액체
자본주의로부터 농민 및 토착민을 보호하는 방편 중 하나라고 생각
됨. 오늘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적정기술의 소유권 및 활용권의
소재(농민 개인, 지역공동체, 기업, 대규모 자본)에 대해 추가로 더 논
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최용욱: 김만갑 교수의 경우, 충분히 긴 사업 준비 기간을 역설하였으
며, 이창표 과장의 경우, 짧은 사업 기간을 통해 사업성과가 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좋은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임
- 김영모(산림 협력 전문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기술이지만, 개발
도상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농산물 출하시기
조정, 토양 상실,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즉각적인 소득 상승 및 삶
의 질 개선 가능. 관련된 내용에 대해 향후 포럼에서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김만갑: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는 큰 규모의 NGO로서, 기존의 현
지 기반을 바탕으로 비교적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이미 갖
추고 있지만, 그러한 기관의 도움이 닿기 힘든 현지 일반인들에게는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결국 성과를 낼 기간이 오래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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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밖에 없음
- 안형구: 적정기술은 현지인들이 배워서 적용하기 쉬운 기술이라는 것
을 강조하고 싶었음. 해당 사업은 조사 및 준비기간은 충분히 소요되
어야 하지만, 사업 내용을 전수하는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음. 철저
한 타당성 조사 및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함
- 김만갑: 사업을 평가 및 진행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내용이 크게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시행착오 및 예외 사항을 최소화하
고 적절한 현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 이대섭: 규모에 상관없이 현지에서 상황에 맞는 기술이라 하면 적정
기술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듯함. ODA는 한국 국익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직/간접적 수혜자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통해 실제 빈곤층을 지원하는 적정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우리나라는 해당 분야에서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
문에 충분한 사례공유 및 연구가 필요함. 따라서 앞으로도 비슷한 자
리를 마련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고자 함
- 이창표: 적정기술은 그 지역에 맞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라는 점은 공통적인 정의임. 이를 어찌 활용하고 확장
할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을 뿐임. 따라서 기술이 기술로서만 남
아있지 않으려면, 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궁극적인 지역발전을 이룩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권익수(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지인과의 소통 및 지역 NGO와의 협력
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내 유관기관들 간의
소통 및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장영창: 적정기술 내의 카테고리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해당 지역
의 특정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소규모 기술부터 국가 차원의 인프라
및 시설 등의 대규모 기술까지 각 타겟층 및 목적별로 카테고리화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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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명(지구촌새마을운동교류센터): ODA 사업 추진 시 타 선진 공여
국의 물적 규모를 따라갈 수 없음. 우리나라만의 비교우위를 살릴 필
요 있음. 현지 주민의 참여 유도를 통해 자생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 사업(예를 들어, 새마을운동 사업) 추진이 필요함

4.2.4. 제12회 포럼
□ 행사개요
◦ 주제
-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업/농촌 부문 전략에의 함의
◦ 배경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UN에서 채택된 의제인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의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지난 2015년 9월 채택되었으며, 여기
포함된 17개 주요 목표에는 여러 농업/농촌 관련 목표와 전략이 포함
되어 있음
- 의제의 명칭이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동안 국제개
발협력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효과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 왔으며,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이 본 의제(SDGs)에 반영됨
- 이에 따라 국제기구, 국가의 개발협력 전담 기관, 비영리단체 등은 향
후 활동에 있어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농업/농촌 관련 세부전략을 이해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한층 향상된 개발협
력 전략과 방법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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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농업/농촌 개발협력 관련 기관/기구의 SDGs 이후 전략 소개 및 공유
- SDGs를 중심으로 최근 농업/농촌 개발협력 관련 이슈 소개 및 토론
- 향후 농업/농촌 국제개발 협력 정책 수립 및 사업 실시에 있어 지속가
능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세부 프로그램
표 2-43. 제 12회 포럼 일정
시 간

프로그램

09:30-10:00

ㅇ등록 (30‘)

10:00-10:05

ㅇ개회사 (5‘)

10:05-10:10

ㅇ축사 (5‘)

10:10-10:20

ㅇ사진 촬영 (10‘)

비고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우용
(한국국제협력단)

1부: SDGs 이후 개발협력기구의 전략 변화

10:20-10:50

발표1: UN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개
발목표의 주요 특징과개발협력에 있어
서의 새로운 경향

Mr. Artemy Izmestiev
(UNDP)

10:50-11:20

발표2: 아프리카 농촌 혁신을
Farm Africa의 전략 계획

Nicolas Mounard
(Farm Africa)

11:20-11:50

발표3: SDGs 시행 이후 KOICA의 농업
개발전략

이동현
(한국국제협력단)

11:50-12:20

ㅇ토론 (30‘)

강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
김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20-13:30

ㅇ점심식사 (70‘)

위한

2부: 패러다임 변화 이후의 국가 및 지역 협력 전략

13:30-14:00

발표4: SDGs 이후 일본의 국제농업개

Mr. Shiunichi Nak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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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프로그램

비고

발협력 전략

(JICA)

14:00-14:30

발표5: Post-2015 시대 한국의 국제농업
개발협력 전략: 이슈와 제언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30-15:00

발표6: 한국의 국제농업개발협력: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이대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00-15:30

발표7: 수요에 따른 개발: 수혜자의 역
할에 대한 재고

김지혜
(세계은행)

15:30-16:00

16:00-16:50
16:50-

이효정
(한국국제협력단)
ㅇ토론 (30‘)
문건진
(한국개발전략연구소)
ㅇ종합토론 (50‘) -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농업/농촌 분야
에의 함의

ㅇ기념촬영 및 폐회

□ 주요발표 및 토론내용
☐ 발표 1: UN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특징과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향 (Artemy Izmestiev, UNDP)
◦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2000~2015)
- 글로벌 차원에서 전례 없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개발 또한 이루고자 함.
- 다양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룸.
- 모든 목표가 완벽히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15년 동안 이룬 것이 적지
않으며, 그 성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빈곤과 불평등의 경우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도·농 간 불평등은 아직 큼.
- 세계 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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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 젊은 인구를 위하여 복지, 일자리, 헬
스 등을 지원해야 함.
- 도시인구는 현재 54%이고 2050년에는 6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구 증가와 포용 능력의 관계: 인구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지구의
용적률은 2030년이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5~)
-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의와 협상을 통해 정해짐.
- MDGs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SDGs는 좀 더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설계되었음.
- SDGs의 디자인에 대한 빠른 평가가 필요하며, 200개 이상의 지표들은
최상의 해결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
- 데이터를 각 지역과 각 지역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SDGs의 원리: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와 지향점을 가
지고 적용해야 할 것임. 아울러 사회, 경제, 환경 전체를 통합할 수 있
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표를 설정해야 함.
- MAPs(Mainstreaming, Acceleration, Policy support): MAPs 원칙은
SDGs를 적용함에 있어 통합된 적용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원칙을 천
명함
- 지속가능한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고려: UNDP는 협업을 중심
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자체,
지역조직과 협업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려하여 농촌개발에 적용하면 좋을 것임.
◦ 질문
- 농촌지역의 빈곤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농촌개발을 지
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함. 여전히 교육, 환경, 기후 문제 등이 야
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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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것이 아니라 도시로 보내는 것이 맞는지?
◦ 답변
- 도시화와 농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전
세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시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며, 이 때문에 도시화 정책을 주목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음. 도시
화는 중요한 (국가 개발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촌개발을 위
해서도 필요한 요소임. 왜냐하면 도시화의 트렌드가 (농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농촌 인구에 대한 수요가 도시화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도시화 되면서 농촌 빈곤이 줄었다는 연구가 있음. 물론 도시화
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도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
라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것은 도시 자체가 아닌,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함.
◦ 질문
- 결국 사회의 양극화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
우 농촌지역에서는 상대적 빈곤이 두드러짐을 보게 됨. UNDP에서는
상대적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함.
◦ 답변
- UNDP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 관하여 잘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
도 많음. 상대적 빈곤에 관해서는, 발표에서 이미 말했지만 이것은 국
제적인 상황이기도 함. 이것 또한 국제적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오로지 개도국에서만 직면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 어떻게 상대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모
든 나라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설정해야 할 것
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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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2: 아프리카 농촌 혁신을 위한 Farm Africa의 전략 계획
(Nicolas Mounard, Farm Africa)
◦ Farm Africa에서 하는 일
-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동아프리카에서 주로 사업을 집중함. 탄
자니아,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에서 활동 중임. 성 평등 제고와 농
촌개발 등과 관련한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전개함. 약 2천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며, EU와도 협력하고 있음. 농업, 천연자원 관리, 시장
관리 등에 주로 프로젝트의 초점을 맞춤. 작물, 목재 등의 임산물, 축
산물, 수산물 등의 생산과 판매를 지원함.
○ 접근방식
- 농업, 농촌개발을 위하여 시장과 생산자(농촌사회)가 연결되어 생산
자가 수익을 내도록 하는데 기본적인 접근방식을 취함.
- 농업 기술, 관개 시스템, 수자원 관리, 기후스마트 농업, 종자 관련 투
자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함.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이 있음
- 천연자원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참여적 산림관리, 생태계 관리 등을
시행함. 하나의 소규모 지역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
니라, 주변 지역을 포함한 더욱 포괄적인 형태의 생태계 관리 접근
방식을 취함.
- 산림관리와 관련하여 커피, 향료, 목재 등의 산물로 시장가치를 형성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함(부가가치 형성을 통한 상품화, 시장화)
- ‘포괄적 경제’와 관련하여 영국에서 대기업이 소규모 농장과 연계하
여 일하는 케이스가 증가하는 추세임.
- 농산물 유통망(value chain)에서 테스코 등의 대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함(이력제, 위생 등의 조건). 생산자들이 이러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생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중간에서 시장 주체 간의 연결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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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금융과 관련하여서 공동체(마을) 단위로 지원활동 전개함. 약 1
억 불을 소규모 기업을 위하여 지원함. 시장 참여주체와 금융 분야를
이어주는 것이 Farm Africa의 역할임.
- 기업 발전을 도모함.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안하고 지원함.
◦ DFID의 농업관련 전략 및 Farm Africa의 DFID와의 협력 현황
- DFID의 농업 전략은 크게 농업 변화와 농촌 변화로 나눌 수 있음.
농업 변화라 함은 생계형 농업에서 상업형 농업으로의 변환을 꾀하
는 것이고, 농촌 변화라 함은 농촌과 도시 지역 모두에서 비농업 경
제를 활성화하여 농가가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며, 농촌
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생계형 농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가
는 것임.
- DFID의 농촌변화 전략과 관련하여 Farm Africa의 농촌개발 전략은
도시와 농촌의 역동성을 높이고, 이를 위하여 지역 단위의 농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 에티오피아 Bale에서의 사업 사례
- 에티오피아는 가뭄과 식량안보 위협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
- ‘PRODUCTIVITY NET SAFETY PROGRAM’: 농업과 식량과 관련
하여 사회안전망 성격의 정책 프로그램을 에티오피아 정부가 실행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Farm Africa가 사업을 실시함.
- 에티오피아는 전통적으로 임산물, 커피, 축산업이 발달함.
- 주요 도전 과제는, 인구증가로 인한 압력, 토양 침식, 생산성 저하, 수
자원 부족, 제도 및 기관의 불완전성 등임.
- 에티오피아 Bale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함.
- Bale의 사업대상지역과 관련하여 먼저, 지역의 고도, 토지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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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집도, 가축밀집도 등의 요소를 주요 분석 기준으로 삼아 지도
를 작성하였음.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세부 단위의 지역의 생태적
환경과 생태적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3개의 지역 클러스터를 선정하
여 사업을 실시함.
- 이 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건조기후가 악화되는 현상을
보임. 주된 프로젝트는 종자 생산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21개의
지역기반 농민조직 형성을 지원하고, 이 조직들과 협력하였으며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한 13개의 aggregation center를 설립함. 가뭄에
저항성이 큰 품종을 선정하고 이러한 종자 생산량을 늘리는 데 주력
함. 아울러 중간 상인과 지역기반 생산자조직 사이의 교류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
◦ 질문
- 아프리카의 빈곤 및 기아 해결시점을 언제 정도로 파악하는가?
◦ 답변
- 우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임. 수확 후 손실 관리를 생각해 보
면, 생산가치사슬에는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식품과 과채시장에서는
많은 양의 생산물이 버려짐. 생산가치사슬에서 버려지는 양과 더불
어,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가 매우 어
려운 상황임. 아프리카의 농산물 수출 시장 확대도 빈곤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임. 탄자니아에서 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도 함(케냐에서는 옥수수가 이에 해당). 이러한 주요 농산물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결국 아프리카 식량안보와
빈곤을 대응하기 위해 지원하는 주요 방안 중 하나일 것임.
- 에티오피아의 많은 지역이 매우 건조함. 쌀 재배가 힘든 지역이 많음.
인프라와 시장, 운송요건 등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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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3: SDGs 시행 이후 KOICA의 농업개발전략 (이동현, KOICA)
◦ KOICA와 SDGs 사업체계와의 관련성
- SDGs의 발전방향에 맞게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인프라를 강조
하며 민간개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자 함.
SDGs를 달성하는 주요한 방법론은 KOICA 플랫폼 전략이기도 함.
KOICA 플랫폼 전략은 국내의 여러 민간 전문역량을 KOICA라는 플
랫폼을 통해 개도국이 필요한 지역과 분야에 매칭시키는 일을 뜻함.
◦ KOICA의 다섯 가지 프로젝트 사업소개
- 모든 일반 사업은 KOICA와 개도국 정부가 같이 기획을 함. 그러나
민관협력(PPP) 사업의 경우, 민간에 기획권을 넘기고 KOICA는 재원
만 지원하며, 개도국에 필요한 것을 제안하게끔 유도하는 사업임.
◦ KOICA의 지역별, 분야별 재원배분
- SDGs로 인해 KOICA도 변화하면서 분야별 재원 배분 상황이 타당한
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음. (예를 들어 ‘우간다 농촌지역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농촌개발사업’의 경우, 재원이 큰 틀에서 농업 부
문에 투입되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사업모듈 안에 들어있는 세부
부문인 보건과 교육에 투입된 것으로 볼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통계
적인 착시효과가 발생할 것 이라고 예상)
◦ SDGs를 달성을 위한 KOICA의 변화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KOICA 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 5가
지 브랜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KOICA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과
정부 주도하에 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소녀층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2. 전염병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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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기술혁명에 개도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KOICA 정책
4. 농촌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KOICA 의 세부정책
5. 아프리카의 ICT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정부 주도하의 사업
◦ SDGs를 달성을 위한 새마을운동
- 새마을 운동이 다른 나라의 농촌개발정책과 차이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1. (정부 또는 마을단위의) 리더십
2. (근면, 협동, 자조의) 정신적 가치 강조
3. (마을단위의 농촌개발 시) 경쟁 체제 도입 (예를 들어, 10개 마을에
1만 달러를 주었으면 다음 해에는 성과를 평가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낸 곳에 더 많은 재원을 지원)
◦ 질문
- (학생) KOICA 가 왜 SDGs달성을 해야 하고 동참해야 하는가?
◦ 답변
-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으로 약속한 SDGs 목표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SDGs의 방법론과 달성에 동참하는 것
이 KOICA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목표 달성에 유용하기 때문임
◦ 질문
- (학생) 많은 공여국들이 생산 기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모델이나 사례가 있는가?
◦ 답변
- SDGs 체제하에서의 농업개발과 별반 다르지 않음. 왜냐하면 KOICA
도 개도국의 농업개발을 위해 사업을 해오며 교훈을 얻었음. 그런데
이게 다른 공여국이 기존 사업을 통해 얻은 교훈과 다르지 않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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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동일한 추진전략이 나왔다고 생각함
◦ 질문
- (이대섭 박사) Value-Chain 전반에 대한 목표 달성에 집중을 하겠다
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실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동안 해왔던 프로그램들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힘든 측면이 있음.
Value-Chain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을 때 여러 개의 사업, 즉 동시
다발적인 것을 프로그램화 하겠다는 것인가?
◦ 답변
-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Value-Chain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만드는 것은 현 체제하에서도 여러 가지 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가능함. 실제적으로 KOICA가 더 많은 효과
를 낳기 위해 각 개도국에 위치해 있는 Agency 모임을 통해서 협력
과제를 도출함. 이를 통해 어떤 방식을 논의하면서 전체적인 해결책
이 나오고 각각의 부문에 대한 대안이 나옴. 여러 가지 모듈을 넣었을
때 하나의 가치사슬이 나오게끔 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수행자들을 뽑
아 이것을 총괄해주는 프로젝트 유닛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제시한
Value-Chain 관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1부 토론
◦ 강상인(환경정책평가연구원)
- SDGs는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닌 선진국까지 포함하는 공동의 발전
- 공적원조나 일방적인 자원 이전만이 아니라 공유 및 공생의 주제로
개발협력 부문이 진화될 필요가 있음
- SDGs는 대략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진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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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협력 전문성 살리기: 현지 상황 문화를 알지 못하고는 개발 전
문성을 높이기 힘들며, 효과적인 개발기재 적용이 어려움
2. 현지기관과의 파트너십: 긴 기간의 프로젝트가 필요함. 즉 대부분 프
로젝트가 3~5년으로 끝나지만, 10년 이상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발표자에 대한 질문(1): UNDP가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전
략과 농업/농촌 개발 전략은 무엇인가?
- (답변) 기후변화의 경우, UNDP에서는 경상북도 지자체와 함께 네팔
농촌에 태양열에너지를 제공하였음. 일반 전기 공급이 없던 곳이었는
데, 이럴 때 통합적 접근방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차별되는
부분임. 농업/농촌 개발은 광범위한 부문인데, 청정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광범위하게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 하는 것도 그 일환
이라고 할 수 있음. 국제 협약을 통해서 각국의 조율이 필요함
- 발표자에 대한 질문(2): 시장 지향적으로 SME에서 이익을 얻는 것과
농업종사자 이익 간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답변) 각각 다른 SME마다 매니저를 두고 각기 다른 관리자를 둠. 수
혜자는 농민이 되어야 할 것임. UNDP가 자금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
SME가 실제 사업 수행을 하는 가치사슬, 특히 협동조합에 대하여 이
야기 하였는데, 그것은 중소기업과 같다고 볼 수 있음. 협동조합의 경
우, 고위직 등을 구분하지 않음. 하지만 그 밖의 경우, 각각 분야의 고
위 관리직이 꼭 있어야 한다고 봄
- 발표자에 대한 질문(3): 코이카 프로젝트에서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원과 체계
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소개 부탁
- (답변) 개발제원을 분야별로 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투자자금이 주로 사업콘텐츠
의 개발제원이 되고 있음. 또한 개발재원을 인력으로 봤을 경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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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파트너들이 다양한 제원을 들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가 운영 중에 있음.
◦ 김덕호(농경연)
- UNDP가 발표한 MDGs와 SDGs의 차이점은 목표의 숫자가 많아졌
고, 목표들 간의 협력 관계가 매우 높아져 개발협력전략의 통합적인
기획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음.
- Farm Africa 발표에서 농업분야에서 많은 개발협력의 필요성을 느낌.
특히 중소기업의 역할이 시장 참여 기회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는 것을 느꼈음.
- 코이카 개발협력 발표에서 민간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특히
4차 협력관계에서 SDG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감명 깊었음
- MDG는 산업화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관점이라면 SDG는 산업화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자는 관점
- 산업화가 1, 2, 3차를 지나 4차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과정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특히 일반기업
과의 협력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듯함.
- 기업들이 단순히 이윤추구를 넘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SDGs를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보는 경영방식의 전환이 필요함. 기업의
시장확대기회를 SDGs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의 모색하여야함.
◦ Artemy Izmestiev(UNDP)
- 많은 프로젝트에서 민간기업을 앞서고 있음. SDGs를 기회로 삼고 있
는 상황임.
- 민간 부문의 관점은 많은 답이 있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전략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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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olas Mounard(Farm Africa)
- 민간 부문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우려사항이 있음. 식품분야에서 60
년의 가치사슬을 돌아보면 모두 아웃소싱을 통하여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예를 들어 네슬레는 더 이상 차나 커피를 수입하지 않고 직영농
장을 통해서 직거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이런 추세를 탈피
하고자 비즈니스 모델의 변형 및 가치사슬 변화가 필요함.
☐ 발표 4: SDGs 이후 일본의 국제농업개발협력 전략 (Shiunichi Nakada, JICA)
◦ SDGs와 MDGs와의 차이점
- 2009년 10억 명의 사람들이 영양실조 상태였으나, 2015년 8억 명으로
감소하였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양
결핍을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는 것이 SDGs의 2번 목표임.
- 이들 중 대부분이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으
며,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함.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SDG 2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을 대상으로, 모든 지역의 관련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성 존재
◦ 일본의 경험
- 농업의 input과 output을 비교해 보면 그 동안의 농업 개발을 한 눈에
볼 수 있음. 1880-1900년대, 1945-1965년 두 번의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보였음. 첫 번째 성장은 농민 중심의 농업 성장, 두 번째는 정
부 중심의 농업 성장임. 농민 중심 성장의 경우 일본의 정책 구조와
관련이 있음. 당시 여러 prefects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기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어, 한 지역에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 있는 반
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모든 prefects가 통합되고 근대화가 시작됨으로써 정부 주도의 농민

187

워크숍 등이 있었고 이를 통해 농민들의 기술을 통합하고 발전을 이
룩할 수 있었음.
- 1920-1945년 기간은 1, 2차 세계대전 시기로, 농민들의 자원 고갈이
라는 문제가 있었으며, 1945년부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했
고, 이 시기 정부가 발전을 주도하였음. 이 시기를 일본 스타일 녹색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음. 이후 또 정체기가 시작되었으며, 그 정체기
가 지금까지 계속된다고 할 수 있음. 원인은 시장이 포화된데 있음(농
업의 과잉공급). 농식품 단가가 비싸 해외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
어 더 이상 생산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았고, 정부는 농업 관리의
다각화를 추구하게 되었음 (채소, 축산 다각화). 그 결과 농업 관련 구
조가 변화하게 되었음. 동시에 1960년대를 기점으로 농민들의 마케
팅 전략도 바뀌게 되었음. 볼륨 베이스가 아닌(양) 다른 품종을 들여
오는(품질) 방식으로 변경됨. 또한 input에도 변화가 있었음. 특히 농
민 수의 감소 등 현상들은 일본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현재 농업 부
문 현황을 잘 반영하고 있음(1차 산업 -> 경공업, 중공업)
- 나라마다 농업 개발의 프로세스가 크게 다르지 않음. 따라서 해당 국
가의 농업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시기에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여 비슷한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
고 있음.
- 세계2차대전 이후 5-6년 만에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는 food aid, school lunch, livelihood improvement, productivity improvement 등을 통해서였고, 해외 여러 기관이 도움을 주었음.
- 그 다음 문제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 문제였음. 많은 염분 섭취는 혈
압, 위암 등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밝혀졌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그 대책으로 바른 식생활 교육을 하였음. 처음에는 가정 단위
에서 그 외의 공급 측면-쌀 이외의 다양한 품종의 곡물 섭취-의 변화
를 꾀하였으며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되었음.
- 그 다음의 문제는 식품의 서구화로 인한 지방 섭취 과다였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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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육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였음.
◦ JICA의 강점
-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현장에 보내고 있음. 관개농업
분야 기술 개발 등의 경험을 구축하고 있음. 그 동안 많은 경험과 지
식을 구축
◦ SDGs 목표 2의 달성을 위한 제언
- 목표 2의 세부항목은 5개로 나뉘는데 이는 JICA 목표와도 일치함.
SDGs 달성을 위해서는 세부항목을 확실하게 하고, 좀 더 상대적 강
점이 있는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야 함(ex: goal 2.2, 2.3, 2.4)
- 목표 2 관련 우선순위 분야의 설정:
-> World Food Summit: 식량안보 4가지 측면(기둥) - availability, access, food quality, stability
-> 3가지 집중 분야: 1. 지속가능한 생산성 개선(기존부터 JICA에서 집
중해온 부문) 기술의 현대화 및 식품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치사슬의 개선, 2. 영양 개선 (quality 관련)– 농업에 “영양” 개념
을 추가, 3. 회복성 개선 (안정성 관련)
☐ 발표 5: Post-2015 시대 한국의 국제농업개발협력 전략: 이슈와 제언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SDGs 체제 하에서 농업분야가 나아가야할 4가지 이슈를 선정하여 연구하
였음. 제도적·민간협력·기관과의 협조가 이 분야임.
◦ Post-2015 관련 국내 동향으로는 국가별 협력 전략이 개발 되고 있는 중이
고, 협력 국가는 24개로 증가함. KOICA의 경우 중기 전략을 수립하였으
나, EDCF,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전략이 수립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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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임.
◦ 제도적, 인적 자원 관련 트렌드를 보면, 사업수행 기관의 특성이 초기에는
분류가 되지 않은 상태가 많았음. 사업의 초점 혹은 프로젝트의 초점으로
분류한 결과, 미분류가 많아 분류할 수 없었음. 한국의 기술적 지원 관련
해서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프로젝트 분
야에서는 민간분야의 참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KOICA 프로젝트 분석 결과, 평균 300만불 이상인 사업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었음. 전체 69개의 기관 중 12개 기관이 300만 불 이상의 규모였음.
◦ 분석 결과, 사업이 일부 기관들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금액이 많은 사업에
는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나 정부가 기술적 지원 사업을 많이 하지만, 사업규모가 큰 경우에도 공공
기관의 참여가 높았음. 민간 기업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프로젝트
에 참여하고 있었음.
◦ 공공 및 민관협력 관련 이슈로는 CSR과 CSV가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음.
예를 들어 CJ가 재배한 고추로 김치를 판매하는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기
업의 핵심역량을 활용하는 활동을 의미함. 그러나 이러한 핵심역량 활용
의 사례가 많지 않아, 농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역량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
로 보임.
◦ 대상국가에서 민간 기업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조사를 하고 민간 기업
에서는 역량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서로 협업을 해야 함. 기업에서 시제
품이 만들어진 경우에 대상국가에서 상품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상국
가에서의 테스트가 필요함.

190

◦ 한국의 원조는 무상은 KOICA에서 유상은 EDCF에서 원조를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중복 발생 및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임.
◦ 농업개발협력 관련 협의회가 존재하나 KOICA의 참여가 필요함.
◦ 사업이 시작될 때 협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종료된 후에 사업
의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협업
의 구상이 필요함.
☐ 발표 6: 한국의 국제농업개발협력: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이대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중점협력국 선정
- 농업 측면에서의 정부 정책 및 외교전략, 한국형 ODA를 기준으로 한
국의 비교우위 고려, SDGs 고려
◦ 일반개황
- 현재 ODA 사업에 18억 달러가 집행되고 있으며, 농업분야는 1억 2백
만 달러 지출, 이는 2010년과 비교 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기타
분야에 비해서 큰 증가세는 아님.
- 농촌종합개발사업에는 새마을 운동, 농업관련 기술 전수 및 교육, 농
업용수 사업 등이 포함됨. 농촌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에도 기술 및 교
육 분야에 차등이 있음.
◦ 한국형 ODA 전략, 2010년 중점협력 국가 선정(26개) 및 진행 현황
- 2010년 DAC에 가입함에 따라 기본 계획이 세워짐
- 아시아 지역에 주로 집중되어있으며, 농업분야와 비농업 분야로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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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CIS, 오세아니아 지역에 8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선정이 되
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농업분야 중점 사업이 진행됨
- 2012년 국무총리실에서 한국형 ODA 모델을 수립했으며, 농업분야에
는 20개의 실행전략이 마련됨. 따라서, 한국형 ODA를 토대로 중점협
력국에 전체 예산의 70%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유, 무상 지원 포함)
- 2014년 기준으로,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예산의 40%가 투입되고 있
는 것으로 현재 집계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재원 투입이 요구됨
- 특히, 산림분야의 경우 한국형 ODA 시행 이전에 예산 투입이 더 많
이 된 것으로 드러나며,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조림 사업의 효과성 확인에 장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인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비교우위는 한국의 정치, 경제 모델과 경험을 고려하여 선정
되었고, 산림개발 및 농촌개발사업이 대표적인 한국형 ODA의 모델임.
- 코이카 및 농식품부의 ODA 사업은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적자원 개발 등 기타 사업은 비중이 적은 것으로 드러남.
결과적으로 한국형 ODA 20개의 모델을 설정하고 있으나 농림업 분
야에서는 농촌종합개발 사업에 편중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향후 한국형 ODA 모델 선정 제언
- 현재 24개국으로 중점협력국이 수정되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농
림업 중심 국가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해외농업개발 투자에
적극적인 국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식품부와 MOU를 체
결한 농림협력위원회가 구성된 나라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분석 결과, 16개국의 나라가 설정되었는데 아시아 중남미 국가가 늘
어났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는 줄어들게 됨
- SDGs 지표와 한국형 ODA 모델을 함께 고려한 결과, 농림업 분야
ODA 사업 추진 시, 농업 관련 교육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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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남. 따라서 농림업 분야 ODA 사업 시행 시 관련 교육 및 훈련이
적극 지원될 필요가 있고, 사업 효과성 측정 시에는 SDGs 지표를 활
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려해야 할 변수 및 측정 방법은 추후 논의가
필요함.
- 개별 단위사업을 지양하고, 전반적인 Value Chain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7개 모델 제안(슬라이드 참고 필요): 이전의 한국형 ODA 모델 20개
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Value Chain을 고려한 것임.
- 축산 분야 포함: 소득 증대의 핵심 사업의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및 관리, 사육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검역이나 위생관리에 초점을 둔
다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발표 7: 수요에 따른 개발: 수혜자의 역할에 대한 재고 (Jeehye Kim, 세계은행)
◦ 현재 세계 곡물 생산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2020년 전 세계 인구 100억
명 이상으로 예상하여 낮아지는 생산량 추세로는 1977~78년 1차 식량위
기에 이어 2차 식량위기가 예측됨.
◦ 식량위기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기술의 이용한 아프리카 모바일
혁명 등이 있음.
- 현재 아프리카 등 개도국은 기술 개발을 위한 농민의 접근성이 제원
의 문제로 기술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한다면 기술
접근성이 높아지고 곡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이처
럼 모바일 혁명 등의 프로젝트가 식량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
지수이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 현재 아프리카의 스마트 폰 이용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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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지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우간다, 케냐 등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실
시함.
◦ 우간다 프로젝트
- 우간다는 70%가 농업종사자로써 개발협력 사업으로 농업클러스터개
발 프로젝트를 실시함.
- 우간다 농림부에 1억 5천만 달러를 대출해주었고 초기 3년 이후 제
2차 프로젝트로 정책 도입이 예상됨.
- 우간다 프로젝트의 구성 중 농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자 바
우처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음. 이는 농민들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설이나 농지 등의 시장 인프라를 쉽게 이용 수 있는 효과를 가짐.
◦ 전자바우처 프로그램
- 현재 케냐에서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고 우간다 또한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농민들이 직접 지원받아서 사용함. 현재 우간다는 기존 비료
가 곡물 생산량 향상의 기여를 못하므로 새로운 비료를 바우처를 이
용하여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음.
- 전자바우처를 사용하여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
네트워크 형성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농민들 간에 4G를 통
한 네트워크 강화와 그로 인하여 피드백을 받아 효과적으로 전략 개
선 및 변경이 가능함.
- 케냐와는 다르게 우간다의 전자 바우처는 100% 지원금을 일시에 지
급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일정을 통해 지원금을 분산 지원함. 전체의
66%는 1년차에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금융기관 및 NTN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가진 통신사가 지원을 하고 있음.
- 현재까지의 개발협력 사업은 지원금을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하여 NGO의 비난을 많이 받음.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
을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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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 기술 접근성의 향상은 인풋 및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하셨는데 이익이
나 시장성 향상의 효과는 동의함. 리스크 및 비용 발생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 (답변)그 질문은 경제적 분석의 일부로 보고 있고 세계은행에서는 담
보를 해주는 입장으로써 직접 부담하고 있음. 현재 세계은행에서 마
케팅 부분도 담당하여 농민들의 리스크를 낮추고 있고 100% 리스크
감소는 아니더라도 현재 1년차 사업으로써 3년차가 되면 상당한 감
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 추수시기 비용이 많이 감소할 것이고 그
에 따라 리스크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질문) 기존 바우처 시스템과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비교하여 경제 분
석 결과는?
- (답변) 농민도의 신뢰도에 결과가 달려있으며 두 시스템의 유일한 차
이는 인풋이 변화하였다는 것임. 농민들은 기존 바우처 시스템의 불
심이 매우 심하였는데 월드뱅크가 바우처 시스템에 개입을 함으로써
불신문제를 해결하였음. 전자 바우처의 특장점으로 경제 비용이 많이
줄었으며 신뢰가 상승하면서 사회 자본 지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질문) 많은 화학 비료의 사용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지역민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함. 또한 환
경적 문제나 용도별 사용의 위험 등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고려하나?
- (답변) 우간다에는 지자체, 국제적 비료공장이 국영, 민영별로 모두
존재함. 앞으로의 입찰 과정에서 월드뱅크의 투입이 결정됨. 환경적
인 문제는 이후에 점검이 실시될 것임. 어떤 프로젝트를 실시하더라
도 안전의 모든 이슈를 검토하고 들어감. 비료 등의 사업에 투입될
때는 환경 및 영양 연구는 필수적으로 실시됨. 농업 전문가, IDC 등
에서 도움을 주어서 안정성 점검을 하고 있음. 이미 우간다는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 비료의 양은 크게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떤 종류
의 비료들은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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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프리카는 곡물의 수요가 많은 듯하여 수입이 충분하지 않나
싶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변하지 않을까 싶음. 곡물의 필요량이 높아
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곡물수요량이
바뀌지 않을까 싶음. 아시아의 경우 곡물 수요는 줄고 육류 수요가 늘
고 있는데 그런 추세에 어떻게 대비를 하나?
- (답변) 케냐에서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로 천연자원을 이용한 프로
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농업 환경을 조사하여 곡물, 가축, 어업, 산림
등의 사업을 영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한 케냐 서부에는 홍
수문제가 있어 산림 재조림 운동을 실시함. 물도 많이 사용하여 고지
대의 많은 사용량으로 저지대에 가뭄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날씨 정보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이렇듯
전체적인 추세 정보를 받아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2부 토론
◦ 이효정(KOICA)
- 발표자에 대한 논평(1): 일본의 경우, 선택과 집중, 특히 SDG Goal
2 Food security에 초점을 두어 3 pillars에 집중함을 볼 수 있었음.
KOICA는 포괄적인 목표설정으로 Goal 2, 7, 14, 15 등 다양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임. KOICA에서는 현재 농촌종합개발사업
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기 어려움. JICA
는 영양 부문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임.
- 발표자에 대한 질문(1): 영양지표와 food security 연계, 특히 지표를
측정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5세 미만 아동 성장, 발육 측정 지표와 같
은 경우 보건 분야(혹은 그 외 분야)와의 조율할 수 있는 나름의 방식
이 있는지? 예를 들어, 가나의 경우 이유식 지원을 위한 아지노모토
사의 value chain 형성 프로젝트 사례가 있는데, 가나의 보건청과 함
께 2009년부터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음. 보건성과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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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blood sampling을 통해 생후 1000일까지 성장을 섭취그룹, 미섭
취그룹을 비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와서 이후 영양 상태를 보완한
이유식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됨. 이렇게 장기적 관점으
로 R&D에 큰 투자를 하고, 근거를 형성할 수 있는 점이 놀라웠음.
JICA의 통합적이고 진취적인 사업 진출 방향을 볼 수 있었음
- 발표자에 대한 논평(2): 한국의 CSV의 사업도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
기 위해 노력 중임. 가나의 한국사업 중 독일, KOICA가 공동으로
funding하고 삼성전자가 CSV 활동을 하는 경우를 보면, 아프리카 지
역 대상으로 핸드폰을 판매할 때 여학생들을 판매원으로 양성, 그 투
입전후를 비교하고 효과성을 증명한 사업이 있었음
- 발표자에 대한 논평(3): Capacity building의 성과지표 설정 시, 단순
한 교육생 수나 교과과정 수가 아닌, 과정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
본이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impact evaluation
하는 것으로 전환 중임. 농업의 경우 기존의 지표 이외에 value chain
단계별로 발전 정도, 영향력을 미친 정도에 대해 논의하며 전략을 세
우고 있음
- 발표자에 대한 논평(4): 통신을 통한 농업 혁명이 extension service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업과의 결부방식이 큰 과제임.
e-voucher 시스템이 일방향으로는 작동이 쉬운데 지속가능하게 운영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ex: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 간의 불평등),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
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예를 들어, 농업기술보급
사들에게 핸드폰을 지급하여 교육을 진행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한편으로는 투입 위주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새
로운 사업 형성 시 기존의 경우를 답습하지 않으면서,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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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건진(한국개발전략연구소)
- 한국의 농업개발협력은 생산성 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의 키워드 위
주라면, JICA의 경우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silience등의 키워
드가 주를 이룸. 현재까지의 PPP는 매칭펀드를 통해 위험부담과 부
가가치 형성을 목표로 했지만, 기업의 비교우위와 상관없는 일차원적
인 활동 위주였음. CSV와 같이 기업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
으로 방향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value chain 상에서 공공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각각 core capacity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민관협력에 있어 각각의 필요와 수요 파악을 통해 기회 확장
과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인적자원 관련, 민간 컨설팅분야에 대한 유인요인이 필요하지만, 현재
구조 상 민간 20%, 공공/대학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구조임. 수익 구조
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민간기관의 참여와 지속가능한 유지가 어려
운 부분이 있음. 또한 오랜 기간 전문성과 지식을 쌓아온 공공부문과
민간기관이 현재 경쟁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성장이 어려
운 부분이 있음. 허장 박사가 제시한 민/관의 역할분담은 대개 바람직
하나 기획(이론)과 실행(현장)간의 괴리의 우려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과 수행기관의 양성을 위한 지원이 선행될 필요
- 이대섭 박사가 얘기한 선택과 집중은 유용한 전략이나, 각국의 지표별
현황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있어 부족한 인
프라와 주변 환경 때문에 성과를 내기 힘들 수 있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 창출을 위한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한국과
UNDP의 빈곤퇴치 프로젝트 수행 시, UNDP는 근원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수행기관은 성과 위주의 접근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해가 다
를 수밖에 없음. 따라서 한국의 성과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좀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의 규모화와 예산 확대를 통한 성과
확산이 필요하며, 이는 국제사회의 평가에서도 지적된 사항임
- 김지혜 전문가의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분야 간 융복합을 통해 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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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창출이 필요할 것임.
◦ Shiunichi Nakada(JICA)
- 다부문 거버넌스 관련, 1년 전 JICA에서 실무그룹을 만들어 영양개선
을 전담하도록 함. 다양한 부문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 달에 한
번씩 multi sector approach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첫 번째로, 사업계
획수립과 관련, 소득창출 생산성에 더해 영양개선 성과 지표 요소를
넣어 농민들에게 관련 교육을 추가로 진행시킴. 또한 농업 전문가가
end user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교육을 진행함. 보건 분야 전문가를 불
러 간단하지만 유용한 영양 관련 교육 진행 (요리, 텃밭 등) 및 기존의
프로젝트에 영양, 보건 분야를 추가함. 또 다른 내용은 기존의 프레임
워크를 활용, 확대하는 방식임. 국제기구 및 국가들과 함께 2013년부
터 영양개선 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국가의 가입조건은 관련 실무단
을 형성하는 것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input을 위해 민간분야
유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아직까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고 생각함. 추가로 증거 기반 활동도 매우 중요함. 영양개선과 관련
된 내용은 가시적인 증거 창출을 위해 장기간이 필요하며, 충분한 통
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전후의 조사 및 평가가 중요함.
- 전체 SDGs 목표 달성 관련, 천연자원, 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식량안
보, 종 다양성 보존 등 모든 부분이 SDGs 목표와 연관됨. 이번 발표
에서 SDGs 2에 집중을 한 것은 본인의 소속 부서가 SDGs 2에 집중
하고 있기 때문임. 다른 부서에서 다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농업의 경우 Goal 2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환경, 사회
경제적 권장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SDGs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업
데이트 되고 있음.
◦ 허장(농경연)
- 본 발표에서는 민관협력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음. 민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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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 및 방식, 참여주체는 매우 다양하며, 오늘은 KOICA가 진행
하고 있는 Global CSR에 초점을 두어 발표함. 기업의 핵심 역량을 활
용한 활동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비즈니스적 요소 투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CSV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음.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략 수립과 기획에 있어 계획과 실행의 괴리가능성에 전적으로 동감
함. 하나의 솔루션으로, 현재 공공부문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역
량을 바탕으로 기술적, 개인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민간 부문 사업에
참여하고, 민간부문의 전문가들이 사업의 기획, 계획수립 부분에 역
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음. 공공부문에서도 수익창출 등
과 관련하여 사업의 수행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는 어려울 수 있음. 하
지만 궁극적으로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감하며, 단계
적으로라도 방향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물론 민관이 추진하는 경
우에도 사업의 모니터링 평가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대섭(농경연)
- 우리나라의 경우, CPS 안에 농업 부문 혹은 그보다 세부적인 부문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이러한 선정과정은 깊은 조사 및 연구
에 기반하기 보다는, 해당 국가의 개발목표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러한 부문 선정에 대한 고민과 방향 재설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과의 지표 정량화에 있어 해당 지표가 합리적인
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모두
고려한 병합된 성과관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개별
단위,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가 관련 분야의 SDGs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정량화 된 수치가 제시될 필요 있음.
- 또한 SDGs는 국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개별단위사업별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많지 않음. 예를 들어 노동단위당 생산성을 개별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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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측정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음. 따라서 실제
사업 추진 시, 호환성 및 accountability를 고려하여 사업측정지표를
국가별, 전문분야별로 산출해 낼 필요가 있음.
- 제안 중점분야는 관련 중점협력국 별로 매치가 가능하나 관련된 근거
기반지표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음. 중점협력국 별 농업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의 농업부문 수요 및 지원 필요
성, leverage 역할 수행 가능성에 대해 스터디가 필요함.
◦ Jeehye Kim(세계은행)
- 세계은행은 국제금융기구이며, 정부에 loan을 제공함. 따라서 국가에
loan 제공시 상환가능성을 강조함. 필요시 정보획득에 필요한 핸드폰
등의 기기제공을 농부들에게 지원하고 있음.
☐ 종합토론
◦ (농정원 이상훈) 세계은행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간다에서 방문하여 협의
한 경험이 있음. 농정원은 ICT와 인력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음. 농
업분야 ICT 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음. WB 프로젝트 중 ICT 요소가
있는 프로젝트가 50% 정도에 해당함. 우간다 프로젝트의 경우, 종자와
비료를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 외 보
조금 관리, 마케팅, 정보제공 등이 iCT 요소로 들어가고 있음. 가장 중요
한 것은 농가들의 보조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ICT와
연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그러나 모바일 전체 보급이 어려운 상황
임. ICT는 웹, KIOSK 등 가용한 모든 것을 현장에 적용해야 함. 마을회
관에 KIOSK 등을 구축하거나 비료 구입처에 KIOSK를 구축할 수 있음.
너무 모바일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체계 구축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생각함.
◦ (세계은행) 우간다 정부 관리들과 실제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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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구성요소 중 3번째 요소는 투자, 시장정보에 대한 제공 등이 포
함되어있음. input, output 시장과 매칭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있음. 우간다
농림부를 도와서 정보시스템을 만들도록 도우고 농민들에게 휴대폰을 통
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통계가 많이 쌓일 것임.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어떻게 우간다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음.
◦ (해남 간척지 박종기) 1) 자료집 43p 영양상태 데이터를 보면, 일본에서
농업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는지, 한국의 빅데이터는 어느 정도인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요즘 배추를 출하하고 있는데 출하시기에 가격
에 대한 정보와 체계가 없음. 정부에서 빅데이터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2) 37p. 두 차례의 농업
붐. 일본의 집단 농업은 성공적이었는지? 우리나라의 경우, 들녘경영체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0개 정도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음.
◦ (JICA)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빅데이터 수집과 어플리케이션
은 민간 분야가 주도하고 있음. 정부 측면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다지 많
지 않음. 그리고 영양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지표가 상당히 다양함. 두 가
지 지표가 있는데 칼로리 공급의 변화와 식품 다양성지표가 있음(일일 섭
취량). 그리고 집단농업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집단농업에 대해서 일본 정
부에서 오래 전에 노력을 하였지만 장기간 성공을 하지는 못하였음. 지난
10년 사이에 규제를 완화하면서 민간 기업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쉬
워짐. 이러면서 성공사례가 생기고 있음. 두 개의 그룹이 나뉠 것이라 판
단됨. 1) 비즈니스 집중적인 농가(사업성을 가지고 새로운 농장 시스템 도
입)와, 2) 전통적인 농업을 하는 농가들임. 미래에는 집단농장을 민간 기업
들에서 더 많이 경영할 것이며,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아닐 것임.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경우에만 민간 기업들이 집단 농업 형태로 경영할 것임.
◦ (고순철 협성대학교) 1)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 성공에 대해 초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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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FARM AFRICA의 경우 사업에 대한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조사기간이 길수록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2) 사실 우리나라 70년대에 농촌
영양개선 연수원이 있었음(농진청 산하). 영양문제 자체를 학문적인 영역
이 아닌 사업 구성요소의 한 컴포넌트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
됨. 사업설계 시 영양문제 해결을 위해 양계장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였음.
오히려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밖의 요소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
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함.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시간적인 요소
의 종합성도 있지만 영양문제를 농업, 보건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구성요소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Farm Africa) Farm Africa 사업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물론 동시에
압박도 가해지고 있음. Farm Africa도 마찬가지로 더 큰 프로젝트를 하라
는 압박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간을 늘리기 어려움. 긴 경우 4~5년 정도 하
고 있으며 보통 2-3년 하고 있음. 여기에서는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함. 4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빨리 실행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라는
압박이 있어서 조사 등의 프로세스를 간소화함. 3개월, 6개월 만에 사업단
계가 바뀜. 기초선조사 등을 다 그 기간 안에 마쳤어야만 함. M&E 기반과
더불어 연구 파트너 기관인 국제수자원연구소에서 함께 혹은 대신해서 데
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음. Farm Africa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연
구도 있고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연구도 있음. 시너지가 있음. 개발업무에
서 지식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이러한 지식 플랫폼이 어디
에 들어가야 하는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별개로 다루
어야 하는지 의문임. 본인 생각에는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런 경우, 연구팀과 사업 시행 팀이 따로 있어서 조율이 잘 되지 않고 분
리되는 경향이 있음. 워킹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됨. 많은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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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정) 사업 요소에서 부화시설 관리 중 ‘닭이 죽고 이를 먹으면 영양개
선이 될 것이다’는 식의 접근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함. 영양과 농업의
통합적인 접근 방법 수립이 필요함. 농업 사업은 사업 파트너가 농업부가
되는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을 하였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와
의 협력 방안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고민해보아야 하는 시점임.
◦ (최용욱) 상업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음. 상업화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도
있음. 너무나 input을 많이 하게 되면 과잉공급이 이루어져 토양의 질이
나빠진다든지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보험 체계라든지, 부작용이
일어날 때 커버할 수 있는 기재가 준비되어 있는지?
◦ (Farm Africa) 농업뿐만 아니라 천연자원 관리 등도 포함되어 있음. input
의 최적화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음. 자연에 어떠한 영향과 피해를 미치는
지도 연구하고 있음. input이 항상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아님. 유기농
input도 있을 수 있음.
◦ (최용욱) 상업화를 하게 되면 상업작물이 가격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어떻
게 대처하는지 궁금함.
◦ (Farm Africa) 커피 같은 경우, 나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수확량
자체가 떨어지게 됨. input뿐만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
함. 가격의 경우, 마찬가지로 커피의 예를 들면 지난 3-4년을 돌아보면 거
의 파운드당 1달러에서 3달러로 3배 정도 증가하다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
임. 폭락과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커피기
업이나 농장들이 혁신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등 리스크를 해소하고 있음. 모두 지식에 관련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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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대효과
◦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협력 및 조정 기능 강화로 사
업 발굴 및 추진과정에서 효율화 제고 및 사업성과 개선
◦ 민관의 사업 노하우 등 정보공유를 통해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 국
내민간기관의 사업 참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5.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5.1. 사업 개요
5.1.1. 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목적
- 뉴스레터는 2013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CIAP)에서

수행하는

KAPEX

(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
정성과 확산) 사업에 대해 알리기 위한 매체로써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유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기관들
간 사업 및 행사에 대한 정보공유를 촉진하고자 발송
- 주기적인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국제농업개발협력에 대한 정보 공유
를 통한 관련 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분기별 개최하는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의 주제와 세부프로그램 소개 및 사전 등록 절차 진행

205

5.1.2. 뉴스레터 구성
◦ 2016년도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발간(총 6회)
- 프레임은 외부 전문가, 소식지 내용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담당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활동 브리핑
-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소식(포럼내용 공유 및 다음 포럼소식 관련 공지)
- 농업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파악 및 관련 기관, 학회의 포럼 소식공유
- KREI해외리포터를 활용하여 국외 농업개발협력에 관련 자료 수집
- 시의성 있는 농업개발 협력 이슈 및 특집기사 발굴
- 국제농업개발관련 및 국제협력 관련 새로 나온 보고서와 신간 소개

5.2. 향후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활용 방안
- 향후 농업관련 ODA를 수행하는 기관(국립종자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과 국제협력관련 대학원, 연구소, 관련학
회 등)에 안내문을 보내어 뉴스레터에 공지하고 싶은 행사소식 및 기
관 동향에 대한 리포팅을 수시로 요청하여 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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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APEX 사후관리

6.1. 사업 개요

6.1.1. 배경 및 목적
◦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성과 확산 및 지속적 네트워크 유지, 대상
국의 자립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후관리 지원
◦ 필요시, 연구성과물 (ODA 사업계획서) 전문가 검토, 공무원 교육
(KAPEX Academy) 등에 대한 추가 컨설팅 지원
◦ 장기적인 성과 분석 및 사업 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KAPEX사업
의 체계화 및 연속성 실현

6.1.2. 대상국 수요조사
◦ KAPEX 사후관리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기간 : 2015.7.7. ~ 8.31
◦ 수요조사 대상국가: KAPEX 사업 완료 9개국
- 2013년: 라오스,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 2014년: 베트남, 우간다
- 2015년: 르완다, 미얀마, 파라과이, 필리핀
◦ 수요조사 결과 다음 6개국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음
- 필리핀: 협동조합 지원 정책 (워크숍)
- 캄보디아: 농업기술 지원, 보급 (워크숍)
- 베트남: 농지은행 도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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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 농업연구 및 보급시스템 개선 (워크숍, ODA 제안서 보완)
- 미얀마: 농산품 품질인증 제도 구축 (워크숍)
- 르완다: 르완다 축산업 역량 개발 (워크숍)

6.2. 사업 주요 내용

6.2.1. 르완다
□ 개요
1) 목적
◦ 르완다 현지에서의 워크숍을 통하여 한국과 르완다 양국 농촌/농업의 발
전 경험을 공유하고, 르완다 축산업 역량 개발 및 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르완다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지난해(2015년) KAPEX 사업 이후의 현황 파악
2) 일시 : 2016. 10. 25~26
3) 장소 : Lemigo 호텔 (키갈리 소재)
4) 참석자 : 약 45명
* 르완다 농축산 분야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등 39명 및 한국 전문가 6명
5)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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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르완다 수요조사 일정
일 시

프로그램

책임

2016년 10월 25일 월요일

09:00~09:30

개회식

09:30~10:00

르완다 축산 현황 및 정책 개관

Dr. Rutagwenda Theogen
(르완다
농업동물자원부
축산국장)
Dr. Rutagwenda Theogen
(르완다
농업동물자원부
축산국장)

티타임

10:00~10:30
10:30~11:40

르완다 육류 생산 현황과 전략

Dr. Claire D’Andre and Dr.
Carine Nyilimana (르완다
농업위원회 연구관)

11:40~13:00

한국 육류산업 정책 및 전략 개관

남기창 교수
(순천대학교)

오찬

13:00~14:00
14:00~15:30

남기창 교수
(순천대학교)

한국의 육류 생산 및 가공 산업
질의 및 토론

15:30~16:30

2016년 10월 26일 화요일

09:00~09:20

워크숍 1일차 내용 정리

09:20~10:00

르완다 축산 가공 현황

10:00~10:40

르완다 축산 개발 프로그램 현황 및 향
후 전망

Mr. Felix Nyirishema
(르완다
농업동물자원부
축산 전문가)
Mr. Shema Aimable
(르완다 농축산물수출개발
위원회 행정관)
Mr. Rushigajiki Didace (르
완다 농업동물자원부 축
산 프로젝트 담당)

10:40~11:00

티타임

11:00~12:30

종합토론 및 폐회

12:30~14:00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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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및 결과
표 2-45. 르완다 수요조사 주요 내용
발표명

시간

발표 내용





르완다 축산 현황
및 정책 개관

0.5












르완다 육류 생산
현황과 전략

1.2






한국 육류산업
정책 및 전략



1.5

르완다 인구 76% 정도가 생존농업과 축산에
종사하며, 인구의 39.5%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영위함
르완다 농업은 GDP의 33.5% 정도 기여하며, 지난
7년간 평균 8.5%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함
축산업의 다양화와 집약축산, 수입원의 다양화,
판매시장의 확대,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을
추구
Vision 2020, 국가낙농계획, 종자개량계획,
육류개발계획, 영양강화계획, Girinka 프로그램 등
축산 관련 정책 존재
한국 역시 Girinka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사료공장의 설립 등 의미있는 지원을 해오고 있음
그간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좀 더 큰 규모의
공공투자 및 민간 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함
르완다 축산 부문은 전체 GDP의 약 10% 정도 차지
1인당 평균 육류 소비량은 약 7.59kg (FAO 권장량: 50kg)
르완다 육류 소비는 주로 쇠고기에
집중되지만(35%), 염소고기도 적지 않으며(20%),
닭고기(19%)/돼지고기(10%)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음
르완다 토종소(Ankole)의 비율은 교잡종 및 외국
순종 소 사육두수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임
제약요소: 동물사료(양/질) 부족, 토지의 부족,
제한적으로 활동되고 있는 농업부산물, 토종 종자의
낮은 생산성, 부족한 투자, 부가가치 창출의
부족(가공 등)
기회요소: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 가축 사육 두수
증가 추세, 가죽/피혁 제품 부가가치의 증가 추세 등
육류 공급량 증가, 산업기반의 현대화, 국내외 육류
시장으로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3대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한국의 품목별 농업 생산액에서 축산 부문은 쌀에
이어 2~7위를 차지함(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우유, 달걀,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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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명

시간

발표 내용




개관





한국 축산업은 축산 연관 사업을 포함할 경우,
60조원 생산액에 36만 여명이 종사하는 거대 산업임
전 세계적으로 양계산업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짐
한국의 축산물 관련 주요 정책으로는, 등급제 등의
표준화 정책, 이력제 등의 축산물 정보 관련 정책,
도축장 구조조정 등 유통구조 합리화 정책,
식품안전 정책 등이 있음
육류 포장 의무화 관련하여 2001년도부터 정책실시
한국 소비자의 소비 역량이 상승함에 따라,
통계에서는 쇠고기 부위를 세부적으로 나누었으며
부가가치 발생시킴
육류 안전 관련하여 HACCP, GMP, SSOP 등의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 안전 수요에 대처

6.2.2. 미얀마
□ 개요
1) 목적
◦ 워크숍 개최를 통한 2015년 5월 새롭게 도입된 농업지도·보급 정책에 대
한 농촌지도사 및 관계자 이해도 제고
◦ 농업지도·보급 정책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
2) 일시 : ‘15.11.30~12.1
3) 장소 : 캄보디아 프놈펜 호텔
4) 참석자 : 약 80명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농업지도·보급과, 수산국, 축산국 및 지방정부, 농업
대학교, ADB, NGO 등 공무원 및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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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일정

표 2-46. 미얀마 수요조사 일정
날짜/시간

세부 일정

11월 30일(월)

워크숍

08:00~08:30

등록

08:30~09:00

개회식

09:00~09:30

캄보디아 농업지도·보급정책 소개

09:30~09:50

AUSAID의 농업지도·보급 지원 사례 소개

09:50~10:20

휴식

10:20~11:40

한국의 농업지도·보급 체계 및 사례 소개 (김정화, 농진청)

11:40~12:00

질의응답

12:00~13:30

오찬

13:30~15:30

그룹토의

15:30~16:00

휴식

16:00~17:00

그룹토의 조별 발표

17:00~17:30

폐회식

12월 1일(화)

워크숍 주요 결과 공유

09:00~09:30

워크숍 주요 결과 공유

09:30~10:00

캄보디아 현 농업지도·보급 체계의 문제점

10:00~11:00

캄보디아 농업지도·보급 체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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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및 결과
◦ 캄보디아 농촌지도·보급과 관련된 조직 체계는 구성되어 있으나 농촌지
도·보급-연구-교육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체계를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
움을 겪고 있음. 농촌지도·보급-연구-교육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안
을 모색하고자 본 워크숍을 개최함.
◦ 농촌지도사 및 관계자들에게 2015년 5월 새롭게 도입된 농촌지도·보급
정책을 소개하고, 캄보디아에 대한 AUSAID의 지원 사례 및 한국의 농
업지도·보급 체계 및 사례를 공유함.
◦ 참가자들은 청취한 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조별로 나누어 캄보디아의 농
촌지도·보급-연구-교육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 1조: 농촌지도·보급-연구-교육간의 연계성 강화 방안
- 2조: 농촌지도·보급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보급기관의 역할 및 의무
- 3조: 농업자문위원회 및 농업기술 소위원회의 역할 및 의무
◦ 참석자들은 아래 항목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관련 법체계의 수립 및 집행
- 관련 기관별 명확한 역할 확립
- 연구, 교육 및 농촌지도·보급 서비스 전달에 대한 투자 제고
- 농업협동조합의 역량 강화
- 농촌지도사들에 대한 전자기기 사용 및 SNS 활용법 교육
-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
- 라디오 등의 매체를 활용한 농촌지도·보급 방식
-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원 명단의 신속한 확정

213

6.2.3. 베트남
□ 개요
1) 목적
◦ 베트남 Nam Dinh 지역의 경제사회 현황, 주요 사회적 이슈, 농업 생산
성(농지 이용, 농가 소득, 평균 농경지 규모, 농지 정비 등) 현황, 농촌
인력 구조, 농지 정비에 대한 수요 등에 대한 분석
◦ 현황 분석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홍강 유역 농지은행 시범사업을 통한
베트남 농지 이용 및 관리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
2) 사업 세부내용
◦ 2차 데이터 수집(문헌검토, 관심집단 토론, 심층면접)
◦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ODA 제안서 작성 및 이에 대한 베트남측 전문가 의견 수렴
◦ ODA 제안서에 대한 국내 전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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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결과
◦ 베트남 홍강유역의 농지축적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다수의 농가
들은 사용하지 않는 농경지를 다른 농가에게 넘기는 것을 매우 꺼려하거
나 향후 유산으로 상속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이로 인해 토지 분배 시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농경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
한, 일부 농가들의 농경지는 도시화 및 산업화를 목적으로 몰수되었는데
이로 인해 농민들이 도시 또는 산업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시도하나
대부분 적당한 일자리 찾는데 실패하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경향을 보임.
◦ 홍강유역 남딘(Nam Dinh)성 논 규모의 감소는 홍강유역 뿐만 아니라 베
트남 전체의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음. 2000-10년 8,006.3 헥타르에
달했던 논 면적은 인프라 개발, 도시건설, 재배작물 변경 등으로 인하여
2010-14년 285.3 헥타르로 감소하였음.
◦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특히 남딘(Nam
Dinh)성 해안 지역은 염수침입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기후변화로 인
하여 각각 2,177.15 헥타르, 1,599.76 헥타르의 논이 홍수 및 염수침입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됨.
◦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홍강유역에 시범적으로 한국형 농지
은행을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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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모니터링 결과
◦ 대상국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사전 이해 제고 노력 필요
- 정책협의 시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 등에 대해 안내하고, 추후 행정절
차의 간소화를 위해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ROD에 명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사후관리 사업의 다양화 방안 모색
- 사업 1차년도인 2016년에는 주로 현지 관계자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 및 ODA 제안서 작성을 위한 추가 현황 조사 활동 위주로 진
행되었음. 워크숍 및 추가 조사 이외에 다양한 활동 방안을 적극적으
로 모색하고 대상국들에게 이를 소개할 필요가 있음.
◦ 종료 시점에 대한 원칙 마련
-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대상국의 자립발전을 도모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후관리 사업이 일회성 성격을 띠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음. 그러나 어느 단계 또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제
공할지에 대한 원칙 마련이 필요함.
◦ 사업평가와의 연계 체계 마련
- 장기적으로는 사업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목표했
던 결과의 달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2016년 실시된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된 성과를
참고하여 사업평가와 사후관리 사업간의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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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KAPEX 사업 준비현황

1. 2017년도 협력대상국 선정

1.1. 2017년도 협력대상국 선정 절차

그림 3-1. 2017년도 협력대상국 선정 절차
<협력대상국 선정절차>

협력대상
후보국 선정

→

심사

→

협력대상국
선정(안)
작성

→

농식품부 협의

→

최종
선정

◦ ‘16년 협력대상국 선정에서 제외된 국가와 기타 채널을 통해 사업요청서
를 제출한 국가를 ’17년 협력대상국 선정을 위한 후보국으로 선정
- 사업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기회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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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후보국에 대한 원내외 전문가의 서면심사 실시
◦ 심사결과에 대한 항목별 및 국가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우선순위를 부여
하고, 권역별로 배분하여 2017년도 협력대상국 선정(안)을 작성
◦ 선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도 협력대상국
3개국을 최종 선정

1.2. 협력대상 후보국 선정
1.2.1. 사업제안서 제출 국가
◦ 제2차 ODA 기본계획에서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될 예정인 국가(24개국),
농식품부의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2012~2021)」(2012.9.28)이 선정
한 중점 진출국가, 국제개발협력 관련 농식품부 고위급 방문 국가(2013
년 이후), 우리나라와의 농업협력 추진 국가 및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국가(2013년 이후) 중 농업분야 ODA 대상국으로 부적당한 일부 국가와
기존 KAPEX 사업대상국을 제외하고 최종 수요조사 대상국가(14개국)*
을 선정하여 수요조사서 배포
* 아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유럽: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남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아프리카: 가나, 탄자니아, 세네갈, 케냐
⇒ 수요조사서 접수 국가: 6개국(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네팔, 콜롬비아,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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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협력대상국 선정을 위한 심사
1.3.1. 심사기준 설정
◦ 사업의 효과적 수행 가능성 및 대상국의 잠재역량을 기준으로 세부 사항
에 대한 검토
- 원내외 심사위원에게 심사표를 송부하여 국가별로 세부항목에 대해
‘아주 양호,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여 작성

표 3-1. 협력대상국 선정 심사기준
기 준

세부 기준
지리적 접근성

물리적 거리(지리적 위치, 비행시간 등)

언어
(영어권 여부)

영어사용 여부, 통역 가용성 등

현지 네트워크(공공)

농업관련기관 및 ODA 기관(KOPIA 센터,
AFACI, KAFACI, AFoCo 협의체, KOICA사
무소 등 공공 협력 네트워크 유무)

현지 네트워크(민간)

민간기업체의 진출이 활발한지 여부

국내전문가 활용 가능성

농업 및 지역전문가와 같은 인적 자원의
다양성 유무

정치적 안정성

정치 및 사회, 거버넌스 차원의 정세

수원태세

IFAD의 농촌개발부문 성과(Rural-development
Sector Performance, RSP)지수 활용, 0∼5점
부여(5점이 가장 좋은 상태)

효과적
수행
가능성

대상국
잠재역량

검토 사항

1.3.2.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구성
- 원내외(학계와 농업관련 기관)의 농업분야 전문가 총 8인으로 구성
- 심사 참고자료(첨부 1)와 심사표(첨부 2)를 제공하여 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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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협력대상국 선정 심사위원 구성표
구 분

심사위원
최지현(선임연구위원)
김홍상(선임연구위원)
박시현(선임연구위원)
석현덕(선임연구위원)
지성태(부연구위원)

원내 전문가 (5인)

원외 전문가
(학계 및 농업관련기관, 3인)

김정주 교수(건국대)
김장생 교수(연세대, 가나안 농군학교)
조양희 박사(농촌진흥청)

1.3.3. 심사 결과
◦ 심사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아주 양호, 양호, 보통, 불량으로 세부 기준별
로 심사 (단순 총점 산출하여 심사결과 집계)
* 아주 양호 = 4점, 양호 = 3점, 보통 = 2점, 불량 = 1점

표 3-3. 협력대상국 선정 심사표
구분
아제르바이잔
(유럽·CIS)
우즈베키스탄
(유럽·CIS)
파키스탄
(아시아)
네팔
(아시아)
콜롬비아

지리적
접근성

언
어

공공
민간
네트워크 네트워크

국내전문가
활용가능성

16

13

20

13

13

18

15

25

21

19

26

20

23

18

13
13

정치적
안정성

수원
태세

종
합

14

20

109

19

21

14

133

16

19

16

14

130

24

22

17

15

15

134

18

21

16

18

20

25

131

18

23

18

15

13

23

123

(중남미)
페루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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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결과 2017년도 협력대상국은 최종적으로 우즈베키스탄(유럽·CIS),
네팔(아시아), 콜롬비아(중남미)가 선정되었음.

표 3-4. 2016년도 협력대상국 선정 순위표
구분

합계

순위

네팔

134

1

우즈베키스탄

133

2

콜롬비아

131

3

파키스탄

130

4

페루

123

5

파푸아뉴기니

1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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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2.1. 네팔

2.1.1. 개요
◦ 2017년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의 대상국으로 선정된 네팔의 사업
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들과의 사업 진행을 위한 정책협의 실시
◦ 사업요청서에 명시된 요청 주제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 요청 분야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와 현지실사를 통한 분야 확정
◦ 기간 : 2016. 4. 5~9(3박 5일)

2.1.2. 주요 내용
가. 코이카 네팔사무소 소장과의 면담
□ 주요 회의 내용
◦ 네팔과의 협력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논의
- 네팔의 경우 지식 부족이 아닌 이행 차원의 문제가 큼. 네팔과의 협력
에 있어 결과로 끝나는 컨설팅이 아니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
- 지원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활용하고자하는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현지측의 수요를 잘 살펴보고, 생산성 있는 성
과가 도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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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농업의 경우 다소 정체되어 있으며, 농업을 통한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임. 생산성도 미흡한 동시에 구매력 또한 약해 문제가 가
중되고 있음.
- 네팔에도 호남평원 수준의 농지가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급자
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기술과 도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
이며, 따라서 쌀 또한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산악지역에서도 다랭이논 방식으로 쌀 생산이 가능하며 채소 농업도
잘 되고 기후도 바람직하여 농사가 잘 됨.
- 대부분의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임. 따라서 인도 등지로 수출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내수도 없는데 수출 또한 어려운 실정임.
- 네팔은 네팔만의 특수성이 많은 나라임. 내륙국이며 내수도 부족한 등 우
리나라 현황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네팔 농업개발부(MoAD) 방문 및 면담
□ 주요 회의 내용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
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
◦ 주제 선정을 위한 논의
- 농업개발부는 농산물검역(phytosanitary) 제도를 2016년 KAPEX사업
주제로 하는 선정하는 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을 소개
- 감귤류 등의 과일과 채소 위생 수준을 국제표준에 맞춰 수출을 장려
하고자 함.
- 몇 년 전 네팔로부터 수입한 꿀로 인해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이 한국에서 발생했었고 한국 정부는 수입을 차단하였음. 국제규정에
맞춰 살충제 조건 등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네팔 농업 전략서에서도 농산물검역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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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음.
- 농업 상업화를 위해 생산지역(production zone)을 설립해야하는데, 이
를 위해서는 우선 농산물 무역 활성화 및 농업 기계화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그림에서 수출 제고를 위한 농산물검역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다. 깔리마티 마자르(채소시장) 방문
○ 네팔 최대의 채소시장을 방문하여 네팔의 농산물 유통 현황을 살펴봄.
- 생강의 경우 주로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음.
- 같은 양의 방울토마토의 경우 네팔산이 인도산보다 약간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색깔 등의 품질은 인도산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라. 코이카 네팔사무소 농업전문관 면담
□ 주요 회의 내용
◦ 주제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작년 지진 이후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유통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임.
- 네팔 농업개발부에서 고려중인 농산물검역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1
차적 수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됨.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이 필요한 상황임. 네팔 국내 식품위생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 네팔 정부에서 원하는 바와 같이 식량주권을 갖기 위해서는 인도에
비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인도와 네팔은 자유무역을 체결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품질 기준의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음.
- 농산물검역을 주제로 했을 때 사업 이후 연계될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각 지역에 식품위생 기준을 따르는 가공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중간상인들이 모이는 지역에 있는 가공시
설이 있으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음. 시장과 가까운 곳은 이러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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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필요성이 낮고 산악 지대의 경우 운반의 어려움이 있음.
- 농산물검역제도 적용을 위한 파일럿스터디로 코이카 사업과 연계하
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코이카의 경우 파일럿스터디를 추진할 경우 사
업 규모가 확장되고 길어지기 때문에 기피하는 추세임을 설명
- 생산량 또는 품질이 유리하면 중간상인들이 지형적인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산악지대로 올라올 수도 있겠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생산성 향
상을 도모할 비료도 없으며 생산품의 품질도 낮고 농촌마을의 남자들
은 주로 인도 등지로 일을 하러 가고 있는 상황임.
- 네팔 현황에 미뤄봤을 때 생산량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농촌기술지도
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네팔은 이미 자국 농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함.
◦ 코이카 네팔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농업분야 역량강화사업 소개
- 젊은 농업인력들을 카트만두로 초대하여 40일간의 연수 프로그램이 있음.
- 지역 농업 및 축산국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으로 연수를
주로 보내고 있음. 단순 견학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도록 출국 전 계
약서를 작성하여 귀국 후 3개월 내 배워온 것을 자국 내에서 전수할
것을 의무화하여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마. 주 네팔 대한민국 대사 면담
□ 주요 회의 내용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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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과의 농업협력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논의
- 농업과 관련한 사업으로 현재 코이카 수주로 전남대가 카트만두대학
과 약 2억원 규모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음. 유기농 농산물의 상업화
등 전남대의 기존 경험을 활용하여 관련 연구원과 박사코스 과정 등
을 설립하는 사업임. 카트만두대학 총장은 농촌개발에 있어 농산물의
상업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교류를 통해 배운 것이 실제로
농업을 통한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를 강하게 희망함.
- 농업에 있어 네팔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1. 수확 수 손실, 2.
생산, 3. 가공인 것으로 보임. 특히 유통구조가 미흡하여 수확 수 소비
자에게 전달되기 까지 손실되는 것이 매우 많음. 여러 경로를 통해 들
어본 바로는 중간 손실을 줄이는 것이 생산성 제고보다 더 시급한 것
으로 인상을 받았음.
- 상업부 장관으로부터 생강 가공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한국으로부
터 투자를 희망한다는 제의를 받은 바 있었음. 현재는 생강을 인도로
수출하여 인도에서 가공하고 이를 다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유통 문제의 경우 전기가 부족한 것 또한 큰 장애물임. 전기가 부족해
전통적인 보관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 전기부족 등을 고려하여 네팔
현실에 적합한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네팔은 농업은 매우 중요한 분야임. 이모작도 가능하며 성장 잠재력이
높고 잠재적 파급효과도 높을 것으로 보임. GDP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로 제일 큰 산업으로 GDP증대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도시
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해결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농업
조건은 좋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투자가 많이 필요하나 여
건이 미흡함. 네팔 정부는 서비스업 분야 등을 키우고 싶어 하지만 기
본적으로 농업을 통한 농촌소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협동조합은 정서적인 거부감으로 인
해 잘 되지 않고 있으나 유제품, 커피 등의 품목별 협종조합은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EU에서 많이 지원을 하였음. 지역 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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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경우 아직까지 지방선거가 없었으며 따라서 지방행정이 조직화
되어 있지 않음.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보건과 교육
분야에 비교해서 지역개발은 지역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힘든 상황임.
바. 네팔 농업연구위원회(NARC) 방문 및 면담
□ 주요 회의 내용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 주제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한국 농촌진흥청과는 AFACI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하고 있음.
- 농업개발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농산물검역 주제는 NARC에서 담당
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문제점 분석, 해결방안 모색 등 KAPEX사업의
연구 부분에는 참여할 수 있음.
- 네팔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농업 강점 분야 소개를 요청, 이에
대해 KREI측은 유통(marketing), 협동조합(farmers organization), 농
촌지도(agricultural extension)를 제안함. 이에 대해 NARC측은 농촌
지도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음을 표명함.
◦ 네팔 농업 현황 및 NARC 기관소개
- 네팔 국민의 6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은 GDP의35%를 차
지함. 주요 작물로는 쌀, 옥수수, 밀, 감자, 가축, 원예작물임.
- NARC는 네팔 농업 일반현황 및 주요 작목별 연구, 농업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등을 담당함.
- 네팔 전국적으로 61개 사무소가 있으며, 1,800여명의 직원이 있고, 전
국에 걸쳐 17개의 품목별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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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주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음: (1)
정부의 낮은 우선순위, (2) 연구와 농촌지도간의 연계 및 낮은 기술도
입 현황, (3) 필요한 기술에 대한 의견 합의의 어려움, (4) 열악한 인
프라 및 연구 시설, (5) 연구인력 유출 및 미흡한 인적자원
- 농촌지도와 관련해서 농촌지도 자체는 NARC의 역할이 아님. NARC
는 농촌지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현장에서는 조사
(survey)를 통해 기술 전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제언을 제공
하는 역할을 함. 75개 지역 사무소에서 농촌지도를 수행하는 것은 농
업개발부임. NARC와 농업개발부 농촌지도사업과의 연계성과 체계
등이 미약하며 농민들의 비교적 높은 문맹률 또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네팔 가치사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0.5헥타르 이하의 자급농업이
주를 이룬다는 것임. 예를 들어 농가 당 양계규모가 10마리 정도인데
생산품을 시장에 내다 팔기에는 매우 부족함. 유통문제, 가공시설의
부재, 포장시스템의 부재 등이 문제라고 생각함.
- 우분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법, 소규모 농가에서의 유기비료 사용
증대 방안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네팔에서 협동조합은 최근 들어 매우 점진적으
로 설립되고 있는 추세

2.2. 우즈베키스탄

2.2.1. 개요
◦ 2017년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의 대상국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
탄의 사업 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들과의 사업 진행을 위한 정책협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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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요청서에 명시된 요청 주제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 요청 분야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와 현지실사를 통한 분야 확정
◦ 기간 : 2016. 3. 22~26

2.2.2. 주요 내용
가.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방문 및 면담
□ 주요 회의 내용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
◦ 우즈베키스탄 농업 현황 및 농업협력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논의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 중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GDP에서 19%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있어 농업이 매우
중요한 부문임. 목화의 경우, 재배면적이 크고 강제노동 등의 국제적
인 비판이 있어 면화 재배를 줄이고(10만ha 감소시킬 예정), 과일 채
소 등의 생산을 증가시키려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 현재 대사관은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 사업 진행시 무역균형에 대해
서 초점을 두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
목의 수출확대를 도우려고 하고 있으며, 과일가공산업 등 식품산업이
유망한 품목임.
- KAPEX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모델(체리산업의 가치사슬 구
축)은 좋은 방법인 것으로 사료됨. 현재 검역 및 자동화된 선별, 포장
등이 조금씩 해결되어가고 있으며, 최첨단 기계 설치, 자동 포장, 저
온창고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나, 체리농업이 매우 소규모이기 때문에
생산물을 집하하는 것이 필요함. 기업형 체리농장 등을 추구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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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미약한 시점임. 또한 체리 농업의 경우,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실례로 작년의 경우, 냉해로 인해 수확률이 40~50% 정도
급감하여 실제 물동량 확보가 어려웠음.
- 자동화 선별 및 포장의 경우, 나보이경제특구에 관련 시설이 잘 구축
되어 있음. 타쉬켄트 주변에도 과일가공회사인 Golden-Drive Fruits
가 1,700백만불 투자하여 크기, 색, 병충해 스캔 등을 할 수 있는 선별
시스템과 큰 규모의 저온창고 시설을 구축하였음. 그러나 체리 수확기
한달 정도만 가동이 되고 있음. 저온창고의 경우 사과, 채소 등 다양한
품목을 저장하는 등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시범온실사업 진행 시, 그 궁극적인 목표는 시설원예기술이 전파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역량개발이 중시되어야 함. 주로 우리나라
에서 시행하는 온실사업의 경우, 보고 배우기에는 좋지만 규모가 크
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임. 그러므로 우즈베키스탄
상황에 맞는 저비용 고효율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특시
상품성이 있는 체리나 멜론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일부 과일의 경우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그러나 농업분야 협력이 잠
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문이기 때문에
KAPEX나 KSP 사업 등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실질적으로 무상, 유상, 기업투자 등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함. 후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현실성 있는 구
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정책협의 및 연수 진행시 협력(비자발급 문제, 현지워크숍 진행시 필요
한 행정적인 절차, 우즈베키스탄 고위급 공무원 초청 등)이 필요한 부분
에 대한 논의

231

나. KOPI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방문
□ 주요 회의 내용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
◦ 주제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논의
- 우즈베키스탄 과채산업 분야 중 체리 산업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유망산업임. 또한 기진출한 기업들과 가치사슬적 분석하여 실제사업
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함.
- 체리의 경우, 종자 및 품목이 다양하며 선별하기가 어려움. 그러나 현
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종자가 달라도 규격이 같으면 한 패키지로 포
장하여 수출하고 있어 품질에 대한 평이 좋지 않음. 지역별로 상이한
종자 등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상품화시킬 수 있는 종
자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체리는 1달 동안의 수확기간이 끝
나면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설원예를 고려해 보아야 함. 또한
체리산업 가치사슬 구축을 위하여 주산단지 분석, 주산단지 내 품종
분포, 품질 분포, 면적, 생산량, 연령, 수량 등 분석이 필요함. 주산단
지를 조성하면 매달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수 있음. 또한 체
리나무가 성장할수록 수확이 어려우며, 당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체리나무의 소형화 과정이 필요함. Y자형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접목이
필요함. 과일재배를 위해서는 품종개량 등이 필요하고 기술협력
ODA로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과일주스원액 등 농산물가공산업도 주목할 수 있음.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일본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즈벡이 식품공급
원으로 부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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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사업 진행 시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
- 우즈벡의 경우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외교부 등 공문
필요함. 위임전결기준이 없어서 긴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에 따라 민
간업체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음.
다. Research-Scientific Institute of Horticulture, Viticulture and Winemaking 방문
□ 주요 회의 내용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
◦ Research-Scientific Institute of Horticulture, Viticulture and Winemaking 소개
- 농수자원부 산하의 농업과학 기술센터 산하 16개의 연구기관 중의 하
나로 과채류의 품목에 관한 연구와 관련 기술을 실제로 농가에 어떻
게 보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음. 본 연구소에는 40명 이상
의 연구원이 있으며, 9명 이상의 박사급 연구원, 20명 이상의 주니어
급 연구원이 있음. 우즈베키스탄의 13개의 주 중에서 12개의 주에 연
구소 분원이 있으며, 각 지역 연구소에서는 지리학적인 특징과 기후
에 맞는 품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음.
◦ KAPEX 주제 관련 논의 진행
- 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작목이 과일류, 견과류 등으로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연구와 사업진행을 위하여 한 가지의 품목으
로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함. 특히 품목의 품종별 활용도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함.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과일원예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
는 국가농업개발전략을 수립한 것을 고려하여 과일 품목으로 한정하
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또한 수출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233

무엇인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수정된 사업제안서에는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원하고자 하
는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한-우즈베키스탄 간 농업협력이 가능한 부문에 대
하여 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를 서로 협의해야 함.
- 구체적인 주제가 선정되어야 하며, 결과물을 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라. USAID 방문
□ 주요 회의 내용
◦ 주제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USAID의 경우,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체리산업의 생산, 유통 및 수
출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virus-free의 품종을
개발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체리 생산의 경우, 큰 규모의 농가가 없어서 판매 및
수출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농가들이 생산된 체리의 정확한 품목의
이름(Scientific name)이 아닌 로컬네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품
라벨링에 어려움이 있어 수출이 어려운 실정임.
- 우즈베키스탄 체리를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한국의 소비자들이 어떠한 품질(당도, 색,
모양 등)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또한 기존 체리 품목을
당도, 색, 모양 등으로 분류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
며, 시장에서 선호하는 체리를 선별 및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맛에 대한 선호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포장 방법이 무엇인
지, 한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선호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
고 그에 맞는 포장 방법을 고려야하여 함.

234

◦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 우즈베키스탄 현지연수 및 현지워크숍에서 USAID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워크숍의 경우 USAID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음.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진행도 필요하
다고 사료됨.
마.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방문 및 면담
□ 주요 회의 내용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
◦ 주제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논의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로드맵’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과일가공산업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이 높음.
- 한국으로 우즈베키스탄 과일 및 과일가공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의 검역기준 및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특히나 선별 및 포장
등의 부문에서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ODA 사업을 통해 가능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우즈베키스탄의 “Uzfoodindustry”라는 공기업과 우즈베키스탄 경제
부가 카운터파트가 되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책컨설팅
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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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콜롬비아

2.3.1. 개요
◦ 목적
- 2017년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 대상국으로 선정된 콜롬비아
의 프로젝트 관련 기관 및 담당부서와의 사업진행을 위한 정책협의
실시
- 사업요청서에 명시된 요청 주제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 콜롬비아 소규모 낙농업 농가 생산체계 파악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농
가 방문 및 면담
◦ 기간 : 2016. 11. 21 ~ 11. 26

2.3.2. 주요 내용
가.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Gobernacion de Cundinamarca)
□ 회의 참석자
- Carlos Manuel Montano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 농업국장), Fabio
Lozano Torres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 농업국 자문관), Diana Paola
Garcia Rodriguez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 협력연계국장), Marcela
Machado Acevedo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 협력연계국 자문관), Lina
Paola Martinez Fajardo (APC Inter-institutional Relations Office),
Willington Tunjano (사업수행기관 Grupo Si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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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회의 내용
◦ 꾼디나마르까 우유 생산 관련 현황 소개 (주정부 농업국 및 협력국)
- 꾼디나마르까 주 안에 속한 우바떼(Ubate) 주는 우유생산을 특화한
지역으로 소농 생산성 제고 협력 사업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주 정부는 한국정부와의 협력이 처음이며, 이 사업을 기점으로 협력
이 지속, 확장되기를 희망함.
- 주정부의 농업국과 협력국 뿐만 아니라 APC 또한 낙농업 생산성 향
상을 지원하는 KAPEX 사업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꾼디나마르까 주에는 총 116개의 시(municipio)가 있으며 특화산업은
낙농업임. 인구의 70%가 직간접적으로 우유생산에 종사하며 주 전체
토지의 29%가 낙농업 용지로 쓰임. 참고로 20%는 산림보호 및 임산
목적 용지이며 15%는 농업용지에 해당함.
- 콜롬비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 주의 낙농
업 발전에 우선적인 정책적 지원을 펼침.
- 한편, 엘니뇨현상 등의 기후변화가 낙농업 생산에도 영향을 직접적으
로 미침. 주정부가 생산 관련 전략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
을 두고 있으며 주지사도 이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음.
- 주정부는 현재 약 40여개의 낙농업 생산자연합을 지원하고 있음.
- 우수 우유 생산 사례를 널리 알리고 생산자조합을 활성화하여 사료
생산, 가공, 저장 과정 개선을 통하여 가축의 영양 개선과 생산성 제
고를 꾀함.
◦ APC 기관 소개 및 사업 지원 - (AP Lina Paola Martinez)
- APC는 콜롬비아의 국제협력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관임. 수원기
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남남협력, 삼각협력 등의 방식으로 라
틴아메리카 역내 또는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다른 개도국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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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콜롬비아가 보유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다른 개도국과 공유하
고 대상국가에 적절히 공유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3개의 주요 협력전략은 평화복원, 생태적 지속가능성, 농촌개발이며,
KAPEX 사업은 이 중에서 농촌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 정부 정책상으로도 농업 및 농촌개발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APC 역시 농업농촌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음. 시 정부 차원
에서 토지 이용이나 산업 관련 협력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제안함.
이니셔티브 이행이 거시적인 비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APC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력사업 지원을 실시함.
- APC의 국제개발협력 지원 로드맵은 영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
람 가능함.
- 이번 KAPEX 사업을 통한 꾼디나마르까 주 우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PCP 주요 내용 및 관련 현황 (Grupo Si―Fundacion GSI, Willington
Tunjano)
- KAPEX 사업 수요조사 당시 프로포절을 작성한 그룹은 Grupo Si임.
- 주정부는 목축업 생산성 제고와 토지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
재 소농과 가족위주의 생산구조가 지배적이며 생산성이 낮아 소규모
생산자의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는 상황임.
- 특히, 기후변화 현상에 따른 홍수와 사막화로 인하여 소규모 우유생
산자의 피해가 심함.
- 혼농임업과 나무 식재 등으로 홍수와 사막화에 대응하는 모델을 구축
하여 적용하고자 함. 코스타리카에서도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였고
콩고에서는 관련법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음. 이를 콜롬비아의 여건에
맞게 적용시키고자 함.
- 혼농임업 적용에는 3개의 단계가 있음. 첫째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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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를 결정함. 둘째는 사업대상지의 인구규모, 직업 등을 조사함.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업대상 주민을 결정함. 오지, 빈곤층 대
상으로 선정함.
- 혼농임업은 나무, 숲, 풀 등과 소 등 가축을 함께 키우는 것으로 이를
꾼디나마르까 지역 가운데서 보고타 시내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취
약계층 (생산자)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혼농임업을 적용한 생
산성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우유 생산성은 조사료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조사료 생산성
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꾼디나마르까 주의 주요 우유생산지역에 환
경적, 생태적, 기후적으로 적합한 혼농임업 방식을 찾고자 하는 것임.
- 낙농 농가 조직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생산자조직을 활성화하여
공동 생산, 기계 임대 등의 지원 병행이 사업계획에 포함됨.
◦ KAPEX 사업 소개 및 내년도 추진 일정 공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농업정책 연구기관으로,
130여명의 연구인력(100여명의 박사학위 소지자, 농업정책 및 경제,
농업개발협력 분야 등) 보유
- 현재 콜롬비아와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농식품부 주관의
KAPEX 사업으로,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여 내년 2017년 사
업을 위하여서도 3개국가를 선정하였음.
- 사업 주요 구성요소는 장단기연수, 공동조사, 국내 및 현지 워크숍 등임.
- KAPEX 사업 가운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공동조사는 양국 전문가
로 구성된 연구진 그룹을 구성하고 연구의 결과는 ODA proposal에
반영함.
- 12개 국가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업 진행 시 APC(콜롬비아 원조총
괄기관)의 협력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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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 본 사업이 낙농업부문 협력에만 국한되는가 하는 질의에 대하여 사업
수행기관이 당초 제시하였던 소규모 낙농가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개선을 위주로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음.
- 기 제안된 주제 외에 추가 또는 생략할 연구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주
제가 있을 경우, 내년 2차 정책협의 일정 전후로 꾼디나마르까 주정부
(사업시행기관) 내부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주제를 확정하기를 바람.
- 농경연 측의 공동연구팀 구성과 연수 시행 지원요청과 관련하여, 어
느 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연구진을 구성할 것인지와 역량강화
를 위한 장단기 연수 파견 대상자 선발 조건 및 과정 등 사업의 구체
적 사항을 꾼디나마르까 주정부 농업국장과 재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임. 협의 이후 양국 담당자간 지속적인 의사교환과 내년 2월경의
정책협의를 통하여 조정해가기로 협의함.
- 본 KAPEX 사업 결과물로서 만들어지는 ODA 사업제안서가 실제
ODA 사업으로 승인, 추진되는 과정에 관하여 꾼디나마르까 주정부
와 APC의 질문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공동연구를 통하여 ODA 사
업제안서를 구체화하게 되면 농림축산식품부나 타 원조시행기관이
사업제안서 접수, 검토 후 우리나라 ODA 사업 승인절차에 들어가게
됨을 확인함.
나. 과스까(Guasca) 소규모 우유생산자연합
□ 회의 참석자
- Campo Elias Vega Rocha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 협력연계국 과장),
Nohora Rocio Silva Martinez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 협력연계국 자
문관), Fabio Lozano Torres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 농업국 자문관),

240

Wilson(과스까 생산조합장)을 포함한 약 20명의 조합원
□ 주요 회의내용
◦ KAPEX 사업 취지 소개(꾼디나마르까 주정부 Campo Elias Vega Rocha,
Fabio Lozano Torres)
-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기술협력 프로젝트는 주로
각 지역에 적용 가능한 축산사례를 전파하기 위함임.
- 금번 KAPEX 사업은 주정부와 한국 정부가 협력하는 것으로 우유 생
산과정 향상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창출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역
량 강화 프로그램이 포함된 정책 컨설팅 사업에 해당함. 동일한 목적
으로 꾼디나마르까 주의 우유생산자들을 스페인에 방문단(연수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음.
- 주 정부는 소규모 우유생산자 소득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식전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현재 낙농업자들이 실시하는 농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 교
환과 협력이 필요함.
- 한국 출장단의 방문 목적은 과스까 시를 포함한 꾼디나마르까 주의
주요 우유생산지역 생산체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함임.
◦ 과스까(Guasca) 생산조합 소개 및 현황
- 해당 시(군)는 주로 감자를 생산하던 지역이었으나 점차 축산업 활동
이 증가하면서 우유와 육류 생산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 과스까 시(군) 안에는 ‘Chingasa’라는 해발 2,900~3,000m의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 낙농업 생산지역이 확장되고 생산 활동이 확대되
면서 칭가사(Chingasa) 수원지 보호와 관련한 환경적 갈등이 발생함.
- 정부는 이 지역을 상수원보호지역(해발 3,000m 부근)으로 지정하면
서 이 지역 부근에 토지를 소유한 생산자들과 소유권 갈등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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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토지 소유 및 이용 관련 문제로 인하여 농지의 파편화가 일어
나고 있음.
- 축산업 활동을 위한 용지는 매우 작은 규모이며 과스까 지역의 우유
생산자들은 평균 5마리 가량의 소를 보유하고 있음. 주로 가족 단위
로 생산 활동에 참여함.
- 콜롬비아의 절기는 크게 건기(여름)와 우기(겨울)로 나누어지는데 건
기에는 기온이 약 3~5℃ 이하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낮은 기온
과 건조한 기후로 인하여 조사료의 생산성이 낮아지며 이는 가축 영
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안정적인 우유 공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
이 되고 있음.
- 건기에 충분한 조사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조사료를 구매하여
야 하는데, 최대 60%의 생산비용이 조사료 구입에 쓰이기도 하였음.
- 본 생산연합에는 22개 농가가 소속되어 있음. 생산한 우유를 시장에
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데 조합원 간 협력과 외부 지원을 집중시키고
있음.
- 소규모 농가의 조합원들이 각자 당일 생산한 우유를 조합 건물로 가
져오면 우유탱크에 담아 냉각 후 우유 유통업체에 이를 판매함. 유통
업체는 매일 조합을 방문하여 집유함. 유통업체가 우유 품질에 따라
가격을 책정함. 이러한 유제품 유통업체들은 조합원들이 생산한 우유
를 대량으로 집유해 가므로 생산비용도 안정화되는 이점이 있음.
- 현재(2016년 11월) 유통업체가 조합에 지불하는 우유 가격은 대략 1
리터 당 미화 33센트임. 조합의 공동비용을 제하고 생산자에게 판매
이익을 배분함.
- 과스까 우유생산조합이 직면한 주요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음.
⦁우유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우유 유통업체들은 현재의 3.3센트/1리
터에서 1.5센트/1리터로 가격을 내려서 책정하고자 함. 유통업체들은
수익이 매우 안정적인 대규모 유가공기업에 우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유 생산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 위치를 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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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생산 및 가공 매뉴얼, 축사, 농지정리용 기계 등 주요 생산 기
반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
⦁가축사료가 건기에 특히 부족함. 영양실조 상태의 소들은 매년 새끼를 출
산하지 않음. 이 또한 우유 및 육류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함.
⦁한편, 해당 지역의 환경적, 기후적 조건에 가장 적합한 소 품종을 찾
는데 어려움이 있음.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적절한 소규모 기업 활동이 어려움.
- 청년들이 도시로 많이 이주하여 노동력의 노령화와 부족 현상이 심각
함. 이에 따른 생산과정 기계화가 시급한 상황임.
- 식량 자급과 생계유지 목적의 소득원은 거의 전적으로 우유 생산과
판매에 의존함.
- 조합원들은 기술을 전수하고 오리엔테이션 참여 및 기술 지식 습득의
지가 강함.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고 성공적으로 적용할 가능
성이 높은 생산자들에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와 기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요청도 조합의 주요 활동 중 하나임.
◦ 생산조합 구비시설과 주요 사업 설명
- 방풍림 설치작업을 지원함.
- 사일리지(silage)를 만들기 위한 조제 기계를 조합이 공동으로 구매하
여 조합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 브루셀라, E-coli 등 주요 가축질병 모니터링 절차를 도입함. 의무적
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콜롬비아 보건 당국이 통제하는 질병 외에도 가축 번식, 생산성, 생산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통제, 관리가 필요함.
- 조합원 공동 사용을 위한 우유 냉각기는 조합이 공동구매한 1대와 정
부가 지원한 1대, 총 2대를 보유하고 있음.
- 집유와 냉각은 생산조합이 하고 살균은 유통업체가 담당함. 조합원들
이 가져온 우유를 약 4~5시간 내에 유통업체가 가져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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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와 판매회사가 생우유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형성, 여러 유
통 단계를 거치면서 생산자들의 실질소득은 증대대기 어려운 상태임.
- 약 30km 떨어진 백만여 인구의 보고타 소비시장이 있음. 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대규모 소비시장의 근접성을 활용할 방안을 고안해야
함. 기술적인 자문과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궁극적으로는 우유 살균이나 다양한 유제품으로의 가공 등의 부가가
치 형성 과정까지 조합에서 완료할 수 있도록 시설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임.
- 현재는 소량의 요구르트를 생산하여 살균과정을 시험 중임. 판매수익
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인증제도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형성과 관련하여 INVIMA(콜롬비아
식품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인증을 받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아직
허가나 인증은 나지 않은 상태임.
다. 과따비따(Guatavit)a 우유 생산협동조합
□ 회의 참석자
- Campo Elias Vega Rocha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 협력연계국 과장),
Nohora Rocio Silva Martinez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 협력연계국
자문관), Fabio Lozano Torres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 농업국 자문
관), Wilson (과스까 생산조합장)을 포함한 약 5명의 조합원,
Roberto L. Garcia Gonzalez (우유 및 유제품 생산조합 연합회
‘FELECUN’ 꾼디나마르까 지회장), Ruby Traslaviña Montaño
(FELECUN 꾼디나마르까 지회 재무담당자), 약 10여명의 과따비따
생산조합원

244

□ 주요 회의내용
◦ 협동조합 개황
- 350개 농가가 이 협동조합에 속하여 있음.
- Guatavita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소비재를 구입할 시장으로의 접
근성이 떨어짐. 필요한 각종 자재와 생필품(약품, 비료, 우유 필터, 항
생제 등)을 조합 건물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음.
- ICA(Instituto Colombiano Agropecuario, 콜롬비아농축산연구원)에서
정한 법령과 기준에 맞는 농축산업 자재와 투입재(비료 및 첨가제)를
구비하고 관리하고 있음.
- 사실상 과따비따 시(군)는 지리적으로 외부와의 교류가 빈번하지 않
은 공동체로, 조합원의 자녀들이 공판장 관리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함.

◦ 조합의 조직과 운영
- 조합의 운영체계를 관리하는 전담 팀이 부재하여 필요한 상황임.
- 조합의 운영진은 투표를 통하여 결정.
- 재정관리 감사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식 생산조합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함.
- 주요 생산시설과 농가 축사에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관리함.
- 그 외에도 콜롬비아 농업은행(Banco Agrario de Colombia)의 지원을
통하여 본 생산조합은 소규모 낙농업 농가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실
시함. 지난 1년여 기간 1억 2천만 콜롬비아 페소(약 4천만 원)의 자금
을 조합원들에게 지원하였음. 시중은행 연이율은 약 28%이나 조합을
통한 신용대출 이율은 12.8%대임.
- 생우유를 판매하기 보다는 가공이 완료된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
표로 각종 가공설비들을 조합 건물에 갖추어가고 있음.
- 과따비따 시(군) 내에서 생산된 과일, 채소, 곡류 등을 조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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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여 소비자가 보고타 시내까지 가지 않고도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합 건물 내에 슈퍼마켓을 갖추는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재정 지원 부족으로 내부 설비를 구입하
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우유 가공시설 현황
- 우유 생산과정에서 BPM 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있음. 살균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요구르트, 치즈 등으로 가공하는 공정까지 가능함.
- 과따비따 생산조합의 유가공시설 건물은 INVIMA(식품의약품안전관
리원)의 안전기준을 따르며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음.
- 우유 구성성분과 박테리아 수 등을 분석하는 식품안전검사실도 구비
되어 있음.
- 하루 평균 집유량은 약 8천~1만 리터이며 최대 수용량은 1만 3천 리
터 에 달함.
- 치즈, 요거트, 캐러멜 잼(arequipa) 등 기타 유제품 가공시설도 살균시
설 옆 공간에 설치하여 완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라. 콜롬비아 국제협력처 (APC, Agencia Presidencial de Cooperacion
Internacional de Colombia)
□ 회의 참석자
- Gloria Andrea Calderon Peña (Advisor, APC Inter-institutional
Relations Office), Lina Paola Martinez Fajardo (APC Inter-institutional Relations Office), Campo Elias Vega Rocha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 협력연계국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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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회의 내용
◦ 사업 추진관련 사항 협의
- (예산집행) 공동조사에 할당된 예산을 콜롬비아 측 사업시행기관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만이 시행기
관/예산집행기관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함. 공공기관이 원칙적으로는
공동연구의 예산 집행기관이 됨. 콜롬비아의 협력사업 추진절차 상
공공기관이 예산집행기관이 될 수 없을 경우, 기존과 다른 방안을 모
색해볼 수 있음.
- 현재 콜롬비아에서 협력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 전년도의 상반기
에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정부에 고지해야 함. 공여국으로부터 받
게 되는 사업 예산은 먼저 중앙정부로 들어갔다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을 사업시행기관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주정부의 예산집행 절차 및 조건이 더욱 까다롭다는 제약이 있기 때
문에 APC가 예산집행기관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콜롬비아 측에서
알림.
- 더불어, 기존 평균 공동연구 소요예산은 약 13,000불에서 책정되었으
나, 협력대상국가의 물가나 기타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책정 가능함.
예산 송금시점은 공동조사 착수 전에 전체 예산의 70%를 송금하고,
나머지 30%는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에 송금됨.
- (농업농촌 정책 및 전략 수립 자문) APC는 원조총괄기관으로, 콜롬비
아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프로젝트의 관리와 조정
을 담당. 농업 및 농촌개발의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KAPEX 사
업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이에 대하여, 농촌개발의
전략 수립을 공동연구조사의 주제로 선정하여 직접적인 연구 또는 전
략수립 지원은 어렵겠으나, 연수나 현지 워크숍 개최 시 한국 농업농
촌개발 전문가들이 정부 정책 및 전략 수립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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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연수생 선발 및 파견절차) APC 포함하여 콜롬비아 정부가 농업
정책 전략 수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KAPEX 연수 프로그램
이 전반적인 농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 있음. 그러나 장기연수의 경우,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파견기간
이 애로사항이 됨. APC와 꾼디나마르까 주정부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6개월가량 파견 가능한 직원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추
정됨. 이와 관련하여 기존 6개월의 연수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장기연수를 진행하는 방안을 농경연 측에서 협의키로 함.
- 내년 사업의 장기연수가 5월에 시작되면 파견가능 직원 선발과 파견
승인 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수 참가
자격요건을 APC와 꾼디나마르까 측에 가능한 한 빨리 송부하기로 함.
- (사업수행기관 및 세부주제 확정) APC, 꾼디나마르까 주정부, 사업수
행기관 등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사업시행기관을 확정하고
세부 주제 또한 확정할 계획임.
- 꾼디나마르까 주정부에서도 컨설팅 업체인 Grupo Si(사업수행기관)
가 제시한 혼농임업 적용을 통한 소규모 생산자 지원방식에 동의하
는지와 동의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지 알려
주기를 바람. 이와 관련하여서는 주정부 농업국 자문관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농경연 측 요청 자료가
있으면 적극 협조, 송부함.
마. 주 콜롬비아 한국대사관
□ 회의 참석자
- 최성우 참사관, 최철희 전문관(경제협력·개발협력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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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회의내용
◦ KAPEX 사업 및 요청주제 소개
- 본 콜롬비아 KAPEX 사업은 소규모 낙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
을 목표로 조사료 생산성 개선과 가축영양 개선에 특히 초점을 맞추
어 공동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임.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각
대상국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하여 약 13,000~20,000불이 투입됨.
-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효과적인 협업 및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를 검토하기 위하여 코이카와도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함.

◦ 사업 추진관련 사항 협의
- 단기연수 파견과 관련하여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빈번한 직제개편 등에 유의 요함.
- 단기초청연수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지 않음.
- 콜롬비아 정부 및 공공기관 소속의 6개월간의 연수 참여 가능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 농경연도 3개월간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하
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할 계획임. 비자 발급 등의 절차 등 협조요
청에 대사관이 가능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함. 장기연수 관련 비자면
제 조건 및 기간에 관하여 사전 확인이 필요함.
- 현지연수와 워크숍 개최 시 한국전문가 강의가 진행되고 사업과 관련
한 담당자, 이해관계자와 협의 가능. 대사관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바람.
- 기존 PCP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이루어지면 ‘Minute of meeting’ 등
의관련 자료를 대사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송부 예정.
바. KOICA 콜롬비아 사무소
□ 회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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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령 부소장, David Mozzo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 주요 회의내용
◦ KAPEX 사업 및 요청주제 소개
- KAPEX 사업은 협력대상국이 요청한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컨설
팅 사업임. 네팔, 우즈베키스탄과 더불어 콜롬비아 3개국가가 내년도
대상국가로 선정되어 있음. 콜롬비아의 카운터파트 기관은 꾼디나마
르까 주 정부임.
◦ 사업 추진관련 사항 협의
- 7~8월경 추진되는 현지연수와 현지 워크숍은 콜롬비아 관련 분야의
중간 관리자급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KOICA에서도 사업사
례 발표 등을 통하여 관심과 참여를 부탁함.
- 현재 KOICA 콜롬비아 사무소는 중남미지역 농촌개발사업의 2차사
업으로 과채류 사업을 추진 중임.
-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콜롬비아 평화협정 체결 등 국내정세변화
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카운터파트 기관이 지방정부일 경우, 농업부와 같은 중앙 정
부부처 또는 농업농촌개발부 산하의 관련 기관과 접촉하여 여러 차원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특히, 최근 ‘INCODER
(콜롬비아농촌개발원)’이 평화협정 관련 농업부문 개혁, 농촌개발, 토
지 재분배와 같이 3개 세부분야를 각각 다루는 3개 기관으로 나누어
운영된다는 발표가 있었음. 본 사업주제에 적합한 농업농촌개발 분야
기관과 공동연구진 구성 등의 사항을 협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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