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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보고서는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
부가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단순히 우리나
라의 정책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상국의 전
문가가 함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사
업의 결과물을 향후 개발협력을 위한 사업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대
상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년에 캄보디아, 라오스,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한 뒤

2013

우간다,

2015

년에는 르완다, 미얀마, 파라과이, 필리핀,

년에는 베트남,

2014

년에는 모잠비크,

2016

몽골, 인도네시아 그리고 올 해는 네팔,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를 대상국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질서가 만들어졌으며, 식

‘

량안보와 농촌개발은 여전히 핵심적인 협력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이 사업이
개도국의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 제시하는데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움을 주신

KAPEX

사업 대상

국 정부 및 우리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2017

년

월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iii

요

약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Korean

‘

Experiences for Food Secutiry,

이하

KAPEX)

Agricultural Policy

사업’은 대상국의 수요를 바탕으

로 우리나라의 농정경험 및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도국 스스로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KAPEX

사업은 크게 국가별 사업, 농정성과 확산 장기연수, 국제농업파트너

십 포럼 및 국제농업개발협력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되며 국별 사업의 경
우, 공동연구/조사, 농정성과 확산 연수, 정책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공동연구/
조사는 협력대상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된 주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
안 등에 대해 대상국의 공동조사팀과 한국 전문가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프
로그램이다. 농정성과 확산 연수는 강의, 현장견학, 토론 등을 통하여 관련 분
야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고위급 공무원 및 정책 담
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초청연수와 실무급 공무원 및 관련 실무자를 대상
으로 하는 현지연수를 실시하였다. 정책 워크숍은 국내와 현지에서 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공동조사 및 연수 결과와 국내외 개발협력사업 사례 공유를 목
적으로 하였다.
농정성과 확산 장기연수를 통하여 협력 대상국별 실무담당자 3인을 대상으
로 하는 사업으로 3개월 간 강의 및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연수자들이 각 주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 · ·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은 농업개발협력을 위한 민 관 학 연의 파트너십 강
화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 활용이 주된 목적이다.

2017

을 개최하였으며, 각각 ‘신 기후체제 하에서의 농업
방향’,

‘SDGs

·

년 총 4회에 걸쳐 포럼
의 역할과 추진전략의

ODA

이행을 위한 기아 식량안보 대책의 중요성과 지속가능 농업개발

협력의 방향’, ‘국제농업개발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정기술 도입’, ‘국제개

·

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업 농촌 부문 전략에의 함의’를 주제로 하였다.

iv

2018

년도

으며, 이는

KAPEX

사업 협력대상국으로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가 선정되었

년 초 수요조사 결과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올 해

2017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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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1. 필요성

◦ 우리 정부는

년 7월 라퀼라 선언 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2009

1

안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식
량안보와 관련된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투자부진과 곡물가격 급등(2008년)
으로 식량안보에 취약한 국가들의 빈곤 퇴치에 기여하고자 함.
-

특히,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 빈곤 퇴치를 위하여 식량안보에 대한 포괄
적 접근과 국제적 공조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등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자 함.

◦ 국제적으로 식량안보의 의제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
,

1

,

월 G8 정상회의에 참석한 27개 국가 및 15개 국제기구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
량안보를 위해 3년간 2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선언으로, 정식 명칭은 ‘식량
안보에 대한 라퀼라 합동 선언(AFSI)'임
'09.7

2

성장을 지향하는 농업·농촌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전반의 성장 촉진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
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
으로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

식량안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은 농업 생산성 증대 및 관리시설강화
등 농업 전 부문에 대한 가치사슬(value

적 접근을 포함하여 환경,

chain)

자원(물적·인적자원),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지원으로 해석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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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하여
야 한다.
3. ··· 이를 위해 취약국가 및 지역이 스스로 식량안보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도우며 ···
4. ··· 식량안보 의제는 ··· 농업과 농촌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9. ··· 파트너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노력으로 함께 세계 극빈 지역을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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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년간의 재원약속 등을 통하여 농업과 식량안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통
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최근까지 대부분의 저개발국은 농업과 식량안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
고 그로 인한 영향과 경기침체가 빈곤을 심화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따라서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국가, 지역, 세계
차원에서 공조 노력이 요구됨.
년대에 국제미작연구소(IRRI)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식량자급을 달

- 1970

성한 한국의 경우를 볼 때, 식량안보는 국가차원의 투자의지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식량안보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협력대상국과의 공

3

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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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변동,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
석이 필요함. 따라서 협력대상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연구를 확대
하여 보다 전문적인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대상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개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새천년개발목표

(MDGs)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서도 식량안보 및 농업·농촌개발을 통한 빈곤퇴치는 최우선 과제임.
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는 빈곤퇴치와 기아해소이며, 저개발국 빈

- SDGs

곤인구의 4분의 3은 농촌에 거주, 농업 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효과는 타부

·

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에 농업 농촌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저개발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우리의 농정경험과 기술 등 성과를 집중적
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직접적인 물자지원 이외에도 정책담당자 스스로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
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할 필요

-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전문가 파견, 조사연구, 연수 등을 통한 기술
협력(technical

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

cooperation, TC)

년대까지 선진국 우수사례에 대한 단기연수 위주에서

* 1980

년

’96

OECD

지식기반경제” 보고서를 통해 개발경험과 기술, 지식 등의 지원이 직

“

접적인 물자지원에 의한 원조보다 중요도가 높아짐.
-

따라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농정 경험을
축적,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효과적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활용할 필요

4

1.2. 목적

◦ 본 사업의 목적은 기술 정보 훈련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홍보위
/

/

주의 일회성 교육과 일방적인 경험전수를 지양하며, 특정 세부분야에 전문
성 있는 양국간 공동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고 ‘쌍방향 연구교류 및 정보공
유’를 통해 개도국의 식량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
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농업부문 협력대상국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연구와 정보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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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

: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확산 사업

: “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 for Food Security”

약칭

(

KAPEX)

1.4. 기대효과

◦ 협력대상국이 자력으로 농업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스스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협력대상국의 농업·농촌부문 개발수요에 우리나라의 협력가능 분야를 적절
하게 대응시킬 수 있는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공동 발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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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단되는 개발협력분야의 주제를 후보로 제시하여 협의. 주제선정을 위한
협력대상국의 경제 및 농업 현황과 문제점, 정책과제에 대한 자료수집과
기초연구를 수행

-

우리측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주제(‘한국형

ODA

모델’에서

의 농림업 협력 프로그램, 국가협력전략 등)를 제시하여 협의
-

우리나라의 농정 경험과 대상국 농림업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상호 협의
를 통해 대상국으로의 성과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주제로
선정하여 추진

◦ 협력대상국 개발협력수요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주제 선정과 사업내용의 현
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전문가 활용 권장
-

현지 개발협력 프로그램 운영시 현장파견 한국 전문가와 국제기구 전문
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객관성 및 내실화 도모

◦ 농정성과 확산사업

(KAPEX)

중심의 국내워크숍을 개최를 통해 사업의 결과

물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ODA) 프로젝트로 연계하여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농정성과 확산사업

(KAPEX)

능을 수행함.

을 통해 유관기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허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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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농업개발협력 정보시스템 및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등을 추진하여 국
제농업협력의 질적 발전에 기여

2.2. 세부 사업 구성

◦ 발전 잠재역량 공동연구 조사
/

-

협력대상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협력분야 혹은 주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공동연구/조사 수행

-

관련기관으로부터의 개발수요에 대한 파악

-

핵심 분야에 대한 기초통계 수집과 필요시 이해관계자 인터뷰, 우리측
전문가 파견 및 현지 공동조사를 통한 연구수행

◦ 농정 성과확산 연수
-

해당분야 정책담당자, 전문가 대상

-

정책수립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 분야별 우리나라 농정성과 교육, 현장견학
및 실행계획(Action

-

수립 및 공유 등으로 구성

Plan)

국내연수, 현지연수로 나누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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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내외로 시행

◦ 정책협의 워크숍
-

대상국 내 이해당사자, 국내 전문가의 참여(대상국 및 국내 각 1회 개최)

-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사례 소개, 잠재역량 공동조사 및 초청연수
결과 발표, 대상국 내 국제농업협력기관의 대표 협력사례 소개(라운드
테이블 형식)

-

농림분야 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차년도 개발협력 사업 발굴 등에 활용

◦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

중기연수 프로그램)

(

대상국 농업, 농촌 개발 분야 공무원의 정책수립 역량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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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국 개별 실무담당 공무원 3인을 대상으로 장기연수 진행

-

한국의 농업, 농촌 정책 및 발전 사례와 관련된 강의, 현장학습 실시

-

연수생의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3

개월)

제2 장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1.

국가별 사업

1.1. 네팔
1.1.1. 사업 주제

◦ 네팔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식량안보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강화
1.1.2. 정책협의

□ 주요내용
1)

목적

◦ 농정성과 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국 협력부처 관계자와의 정
책 협의를 통한 사업 설명 및 향후 추진 방식, 일정, 추진단 구성 등 논의

◦ 세부분야 선정을 위한 수요 파악을 통해 공동조사 국내 초청연수 정책협의
,

,

10

워크숍 개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등의 방식 및 일정 논의

◦ 네팔 담당자들의 면담을 통한 프로그램 정책협의서 수정 보완 및 사인을 통
한 계약 체결

◦ 중기연수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소개 및 질의응답

,

필요시 중기연수 지원자

들의 인터뷰를 통한 자격 검증 및 프로그램 이해

2)

기간

3)

대상기관

4)

세부 내용 및 일정

◦

’17

: 2017. 2.6~11

:

네팔 농업개발부

년 농식품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원에서 추진하게 된 농

정성과 확산사업 대상국인 네팔의 관계부처이 농업개발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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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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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식량안보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강화

2)

기간

3)

주요 내용

: 2017. 4 1.~ 9. 30

◦ 네팔의 식량안보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미 시행
하고 있는 “빈곤퇴치를 위한 액션플랜

의 구체적인 전략 수립을

2016-2025”

위한 기초연구 수행

◦ 빈곤퇴치를 위한 액션플랜

의 네 번째 안건인 “소농들의 생산성

2016-2025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방안”의 구체적인 전략 수립
-

낮은 농업 생산성과 소득에 관한 현황 분석을 통한 원인 규명

-

네팔의 소농들을 위한 적절한 국가적 분야별 개발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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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초청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한국의 농업생산 및 기술의 정책적·실질적 경험을 바탕으로 네팔의 농정성
과를 공유하고 담당자의 정책적 역량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연수 시행

◦

의 효과적인 액션플랜 수립을 통해

ZHC(Zero Hunger Challenge 2016-2025)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여 식량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한 연수

◦ 네팔 현지에 맞는 농업생산성 향상 및 정책수립을 위한 방법 등을 국내 성
공사례 및 전문가를 통하여 전수하고자 함

2)

일시

3)

방문기관

: 2017. 6. 18 ~ 6. 24 (

◦ 경기도 농업기술원

,

·

총 7일, 국내 입 출국일 기준)

안성 농업기술센터, 가락시장 및 양재 하나로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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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석자
<표 2-1> 네팔 초청연수 참가자
이름

기관

직급

1

Binod Kumar Bhattarai

Ministr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Senior Agri. Economist

2

Indra Hari Paudel

Ministr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Senior Plant Protection
Officer

3

Ram Krishna Regmi

Ministr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Senior Statistics Officer

4

Maniratna Aryal

Ministr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Senior Agri Economist

5

Sirish Pun

Ministr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Senior Agri. Economist

6

Arun Kafle

Central Vegetable Seed Production
Center

Senior Horticulture
Development Officer

7

Benu Prasad Prasai

Agriculture Extension Directorate

Senior Agri. Extension
Officer

8

Basu Dev Suvedi

Central Horticulture Center

Senior Fruit
Development Officer

9

Badri Prasad Dahal

Regional Agriculture Directorate

Senior Planning Officer

10

Prakash Acharya

Crop Development Directorate

Senior Crop
Development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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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정
날짜

세부일정

6월 18일(일)

인천공항 입국(13:55)

6월 19일(월)

입교식 / 오리엔테이션 / 강의

10:00-10:30
10:30~11:00
11:00-11:30
11:30-12:00
12:00-13:00
13:30-15:30
16:00-18:00

기관 소개 및 KAPEX 소개 입교식(환영사, 답사 및 소개), 사진 촬영
오리엔테이션 (초청연수 소개 및 action plan 설명)
액션 플랜 팀 구성 및 질의응답
현업 적용을 위한 서약서 작성
환영 오찬
[강의 1] 송주호:농업정책
[강의 2] 서종혁:새마을운동

6월 20일(화)

강의 및 현장견학

9:00-12:00
12:00-13:00
13:30-14:30
15:00-17:00
17:30-18:30
18:30-20:00

[강의 3] 박성재 :농업협동조합
점심
이동 (호텔 → 경기도 화성)
[현장견학 1]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동(농업기술원 → 호텔)
저녁

6월 21일(수)

현장견학

9:00-11:00
11:00-12:00
12:30-14:00
14:30-16:00
16:00-18:00

이동 (호텔 → 안성)
[현장견학 2] 안성 농장 견학
점심
[현장견학 3] 안성농업기술센터
이동(안성 → 호텔)

6월 22일(목)

현장견학

9:00-10:00
10:00-12:00
12:00-13:30
13:30-14:00
14:00~16:00
16:00-17:00
17:00-18:00

이동(시청 → 가락동)
[현장견학 4] 가락시장
중식
이동(가락동 → 양재)
[현장견학 5] 양재 하나로마트
이동(양재 → 호텔)
Action plan 논의

6월 23일(금)

Action Plan 수립 및 수료식

10:30~11:30
11:30~12:00
12:00-13:00
13:00-14:00
14:00-14:30

Action Plan 발표
수료식 및 기념촬영
환송오찬
연수 종합평가
대표그룹 인터뷰

6월 24일(토)

출국(14:55)

비고

코리아나 호텔

강의

경기도 농업기술원

안성 농장 및 농업기술
센터

가락시장 및 하나로마트

코리아나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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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결과
1)

교과목별 연수 내용
<표 2-2> 모잠비크 초청연수 강의 내용
교과목명 (강사명)

한국의 농업정책 발전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olicies in Korea
(송주호)

한국의 새마을 운동
Rural Village Development
through SMU in Korea

교육내용
∙ 농업의 중요성
- 개도국과 선진국에서의 농업의 역할 및 농업의 기술 비교
∙ 한국의 농업 정책 경향
- (1948-1692) 수입대체 정책: 높은 환율 유지/외국자본을 통한 무역 적자 지원/소규모 지역
기반 시장의 비효율성
- (1963-현재) 수출지향형 정책: 1963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종합적 수출 진흥 프로그램 설립
/IT, 화학 산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 제품
∙ 한국의 농업정책 및 경제
- 한국의 농업 GDP는 1958년 45%, 1971년 18%, 1991년 7%에서 2014년 2%로 급격히
줄어들었음
- 농업인구는 1960년 58%, 1981년 28%, 1991년 14%에서 2015년 5.5%로 줄어들었음
- 농업인구 비율보다 농업 GDP가 더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 60년대 전체 농업에서의 쌀은 49%를 차지하였지만 현재는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축은
9%에서 현재는 40%로 농업에서 차지하는 상품 비율에서 큰 변화가 있었음
- 이러한 한국의 농업 구성 변화는 식습관이 서구화되거나 건강을 고려한 음식의 수요가 늘어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음
∙ 한국 농업의 트렌드 변화
- FTA에 따라서 한국의 농업은 수출 지향적 정책을 펼쳤으며 7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쌀의 수요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고기 수요는 약 8배 증가, 채소는 3배, 우유는 45배, 달걀은 3.3배
증가하였음
- 또한 한국의 농업은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귀농 등 젋은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

∙ 새마을 운동 이전의 한국의 농촌
- 한국은 1950-1953년의 한국 전쟁을 겪고 난 후 엄청난 가난에 시달렸음
- 60년대의 한국 GDP는 79달러로 최빈국에 속했으나 현재는 33,200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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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서종혁)

한국 농업 협동조합의 역할
The Roles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for Rural
Development in Korea
(박성재)

교육내용
- 한국에는 70년대에 약 4만 여개의 마을이 존재하였으며 단지 30%만 전기시설이 갖춰져 있었
음
∙ 새마을 운동 이란?
-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자립의 기본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시작
- 시멘트를 335포대씩 무상 지원하여 마을마다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자발적인 협동노
력으로 성공적으로 마을을 개발한 선도마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자발적으로 경쟁을 하여 참여
하도록 독려하였음
- 첫 해에는 시멘트를 각 마을에 350백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고속도로 완공 이후 과잉생산 된
시멘트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이었음
- 마을 스스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실행하였으면 다음해에는 철근을 제공하여 마을에서 자발적
으로 사용하여 필요한 곳에 적용하도록 하였음
- 마을 리더 역할의 중요성: 자발적으로 마을을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이용할 수 있
도록 마을 사람들을 독려할 수 있는 능력 및 여성 인력의 중요성 강조
∙ 시청각 자료를 이용한 한국의 농업 변화
- 농업기계화
- 마을 도로 재정비
- 슬레이트 지붕
- 공동 노동을 통한 마을 재건
- 온실 농업을 통한 생산성 및 상품성 향상
- 가축 농장의 현대화
- 농촌 주거 및 위생시설의 현대화

∙ 한국의 농업 소개
- 70년까지 한국은 식량이 부족하며 생산성이 취약하였음
- 하지만, 70년 초반에 비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함께 증가하였음
∙ 한국의 농업협동조합(농협)
- 농협은 1,131개의 조합이 있으며 230만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음
- 하나의 농업협동 연합회와 단수의 단위 농협이 존재함
- 농협에 종사하는 노동력은 9만 여명이며 43억 달러의 평균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음. 3,700
억 달러의 평균 예금액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의 농협은 단위조합을 이동조합(마을조합)으로 출발하였지만 곧 존립 가능한 조직이 아니
라 판단하고 읍면단위 단위조합으로 전환하여 급속히 성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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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 처음에는 이동조합(72년 이후 단위조합) - 군조합 – 중앙회의 3단계 계통조직체계로 출발하였
다가 단위조합의 성장에 따라 군조합과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자 군조합을 폐지하여 2단계
조직으로 시스템을 효율화
- 처음에는 농업금융을 전담하는 농업은행과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을 분리하여 전문화의 장
점을 살리고자 하였으나 실패
- 소량다품목을 재배하는 소농이 지배적인 실정에서 농협을 품목별·기능별로 다원화·전문화시키
는 것보다는 행정구역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조직하고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 종합농협의 장점은 여러 사업의 겸영을 통한 범위의 경제, 모든 사업의 수익과 비용의 종합계
리를 통해서 개별사업을 단독적으로 수행했을 경우에는 운영할 수 없을 수도 있었던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조합원을 위한 지도사업비를 경영비에서 조달
∙ 한국의 농업협동조합(농협)의 특징
- 다기능 다목적의 협동조합: 교육, 마케팅, 공급, 뱅킹, 보험 등에 걸친 다기능 운영
- 2단계 시스템의 조직 구성: 1개의 협동 연합회와 1,131개의 단위 조합으로 구성됨
- 상업은행과 농업 협동 은행의 결합: 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와 농업부 모두로부터 모니터링을
받고 있음
- 농협에서는 농기계, 비료 등 농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청과/양곡 도매센터, 농특산/축수산 도매센터, 수출사업, 급식사업

2)

현장학습 내용
<표 2-3> 네팔 초청연수 현장학습
방문지

내 용

경기도 농업기술원

∙ 도 단위의 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 소개
∙ 역할
- 신품종 개발과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식량작물 신품종 개량 및 기술 보급 등의
기술을 지원하고 산업을 육성함
-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 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 비료·농약·토양·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 및 분석
-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 주요 농산물의 저장, 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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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내 용
- 농·축산물의 우량종자·종묘·종축의 보급
-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지도
-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지도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 농업관련 단체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의 교육훈련
-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관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 우량원잠종 생산 및 잠업에 관한 시험실시와 기술보급, 검사, 단속 등 잠업육성
- 미곡·맥류 기타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보급 및 증산
- 보급종 벼·보리·콩의 생산·정선·공급
- 농촌근대화를 위한 과학적 영농기술보급 및 농기계 교육
-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신품종·신기술 마케팅에 관한 사항
∙ 한국의 농업 및 농촌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전시시설 방문
∙ 시범포를 둘러보며 관련 기술과 역할 등에 대하여 탐구

안성 농가

∙ KREI 리포터로 활약하고 있는 이길숙씨의 농가를 방문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밭 2ha, 논 4ha 의 토지를 소유하여 오직 두 부부의 노동력을 통해 농가를 운영 중
∙ 밭에서 수확 한 농작물은 매일 근처의 로컬마켓으로 납품하여 꾸준한 소득원이 되었으나 최근
에는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기가 힘듦
∙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써 현재 해당 농가에서는 남편이 해당이 되어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
- 네팔 농업부 공무원들은 농가가 정책의 수혜자로써 효율적으로 정책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의
문을 가짐
∙ 농작물 재해 보험의 경우 해당 농가에서는 현재 쌀과 몇 가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정보
에 빠르게 대응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음
- 농작물재해 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해당 농가에서는 쌀이 흉년이 들었을 때 혜택을 보기도
하였음
∙ 가장 큰 문제는 농가의 고령화 및 가업으로 물려받아 농가를 운영할 인력이 없는 것임. 자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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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내 용
은 도시로 나가 생활하기 있기 때문에 해당 농가의 경영이 가업으로 이어지기는 힘든 실정임

∙ 지역단위의 농업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의 이경애 소장의 인사로 시작하여
홍보영상 감상
∙ 소농들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실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진행
- 농기계 이용 교육
- 농기계 임대 자격 및 방법
- 각 기계별 기능 및 네팔에 적합 가능한 기계 등에 관심
∙ 토양검정을 위한 기술 및 방법 등에 대한 질의응답
∙ 조직배양실을 방문하고 종자 개발, 접목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둘러보며 각 시설 담당자들과
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됨
∙ 온실 및 하우스를 방문하여 아열대 실증재배 온실, 자연화전시 온실, 아열대 과수 및 채소 하우
스 등을 둘러보고 질의응답을 진행함
∙ 스마트팜을 위한 기술 및 수경재배 기구 등에 관한 질의 응답

안성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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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가락농수산식품공사

내 용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등을 운영하며 특히, 가락시장은
인구 당 농상품 양이 가장 높음
∙ 2016년에는 가락시장의 현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건물이 건설되었으며 부지는 약 54만 평방미
터, 일일 평균 거래량은 약 8,200톤, 거래 금액은 일일 15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 가라시장은 3개의 도매시장법인이 있으며 농민들이 출하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경매를 통해 농산물이 거래가 되지 않은 경우 법인에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모두 거래함
∙ 가락시장은 농수산물의 거래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때의 거래 총수보다 생산자와
소비자사이에 도매시장이 개입하여 거래할 경우 거래하는 총수가 줄어드는 원리로 거래비용
절감과 생산자는 생산에만, 상인은 유통에만 전념함으로써 분업에 의한 운영 효율성 제고 가능
∙ 집하 기능 - 도매시장법인
∙ 전국의 소량, 다품종의 농수산물을 집하, 대량 신속 거래로 비용 절감
∙ 분산 기능 – 중도매인
∙ 집하 된 농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다수의 중도매인에게 분산
∙ 중도매인은 다시 소매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분산
∙ 수급조절 기능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시장의 상황에 따라 집하 ·분산과 저장 보관 등으로 수급 물량 조절
을 통하여 가격 안정 도모
∙ 공사에서는 신속 정확한 유통정보에 의해 수급 의사결정 지원
∙ 가격형성 기능 - 경매제도
∙ 도매시장법인(생산자 입장)←경매(공개경쟁)→중도매인(소비자 입장)
∙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한 시장가격 형성으로 공정 · 투명성제고
∙ 유통정보 수집 전파 기능 - 농수산식품공사
∙ 도매시장에서 형성된 유통정보를 수집 전파
∙ 유통정보에 따라, 수급 조절 가능
- 가격 오를 경우 : 출하물량 증가 → 가격 하락
- 가격 내릴 경우 : 출하물량 감소 → 가격 상승
∙ 가락시장의 모든 농산물은 전자 경매 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되고 생산자에게 당일 판매
대금을 문자로 보내주며 온라인에 바로 거래가격이 공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소매시장에서 가
락시장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농산물의 가격을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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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내 용
∙ 농협 하나로클럽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유통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고 지역농협에서 별도로 운
영하는 매장이 또 따로 있음
∙ 1995년 서울 도심에 신용 경제 복합사업의 시범 점포로 농협 하나로 마트를 개점하였음
∙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농식품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갭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함
∙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캠페인을 만들어 시도하며 신뢰를 줄 수 있는 식품을 제공
∙ 양재 하나로마트의 85% 농산물은 국내에서 조달함

양재하나로마트

3)

토론 및

Action Plan

◦ 네팔의 인구는 약
농업

GDP

수립 내용

2,800

는 전체의 약

만 명이며 그 중의

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60%

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 종사자에 비해 농업

30%

는 낮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GDP

의

30%

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GDP

나타내고 있음.

◦ 네팔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식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
으며 주요 정책으로는
3)

1)

식량안보 및 영양 부문

2016 6)

네팔 농업정책
4)

2061 2)

농업발전계획

식량 및 영양 안보 액션플랜

5)

2015-2035

빈곤퇴치 계획

다분야 영양플랜 등이 있음.

◦ 액션플랜을 수립하는데 있어 공동연구팀의 주제와 상응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수립하도록 하며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가 너무 광
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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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농업 정책 및 전략에 대해서 초청연수를 통해 습득한 것을 토대로
네팔 현지에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과 액션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였음.

□ 모니터링 결과
1)

◦

강의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방안을 위한 강의로는 한국의 정책, 새

“

마을 운동, 농업협동조합으로 구성되었음. 강의 특성 상 중복되는 내용이
있었지만 강사들이 사전에 강의 주제와 내용을 공유하여서 강의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였음.

◦ 연수생들은 한국의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도 관심이 컸으며 한국
전쟁,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수업에 활발히 참여
하였음.

2)

현장학습

◦ 농촌 지도교육과 농촌 기술 보급을 위한 시·도단위 농업기술센터와 중앙정
부단위의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지도교육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되었으며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술 연구 및 개발에 대하여 질의응답
을 진행하였음.

◦ 특히

,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질의응답형식으로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대

화하였으며 이때 농지연금, 재해보험, 직불금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논
의하고 직접 수혜자를 통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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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유통시스템을 통한 가치사슬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락시장과 하
나로 마트를 방문하여 직거래, 전자경매시스템, 도매법인과 중간거래인들
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학습하였음.

3)

통역

◦ 영어 통역사를 고용하여 현장 학습 전반을 함께 하였으며 자유롭게 질의응
답을 진행할 수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기관의 현장견학을 위해서는 통역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역 능
력에 따라 연수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역사 풀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영어 이외의 언어의 경우 농업전문용어가 용이한 인력풀을 찾는 것
이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

4)

DB

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기타 개선점 및 특이사항

◦ 네팔의 초청연수는 준비과정이나 진행과정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
으며 행정 업무에서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적이었음.

◦ 거의 대부분의 연수인원은 한국을 처음 방문하여 연수 이외에도 한국의 볼
거리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았으며 시티투어 등을 이용하여 한국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하였음.

◦ 쇼핑이나 투어가 없는 상황에서 양재 하나로 마트를 방문하였을 때 짧은 시
청각 교육 이후 현장 견학이 바로 진행되었는데 유통 시스템의 질의응답보
다는 자유롭게 쇼핑을 원하여 두 명의 현장 인솔자가 모두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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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현지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농정성과 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국 협력부처 관계자의 공동
연구 중간보고하고 연구 진행 방향을 검토 및 논의

◦ 네팔의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의 활동 및 사업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일시

3)

방문기관

◦ 한국대사관

, UNDP

4)

제안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논의

2017. 8. 1 ~ 8. 10 (총 9일)

2)

:

ODA

네팔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양돈 농가 등

연수진행 일정
<표 2-4> 네팔 현지연수 일정
날짜/시간
8월 2일(수)

세부 일정
입교식 / 오리엔테이션

08:30-11:00

등록 및 연수생 도착

11:00-13:00

오찬

13:00-15:00

입교식

15:00-15:30
8월 3일(목)

오리엔테이션
강의

08:30-10:10

[강의1]Binod Kumar Bhattarai/Bashu Suvedi/Sirish Pun
한국의 연수경험

10:10-10:3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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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

세부 일정

10:30-12:00

[강의2] Mr. Lekha Nath Acharya, Joint
국영농장과 농작물의 유전학적 자원

12:00-13:00

점심

13:00-15:00

[강의3] Dr. Siddhi Ganesh Shrestha TBC
네팔의 영농기술보급

15:00-15:30

휴식

15:30-17:00

[강의4] Mr. Rajendra Mishra
농업의 상품화로의 전환

8월 4일(금)

Secretary, MoAD TBC

강의

08:30-10:10

[강의5] Dr. Suroj Pokhrel, Secretary (TBC)
네팔의 식량안보정책

10:10-10:30

휴식

10:30-12:00

[강의 6] Mr. Dila Ram Bhandari, Director General, DoA
네팔의 미곡개발 프로그램

12:00-13:00

점심

13:00-15:00

[강의 7] Mr. Rajendra Bhari/ Mr. Sirish Pun
네팔의 가치사슬 개발

15:00-15:30

휴식

15:30-17:00

[강의 8] Mr. Binod Kumar Bhattarai, Member Secretary of Technical committee from
MoAD
농업의 재건을 위한 국가적 전략

8월 5일(토)
8월 6일(일)
8월 7일(월)

현장견학 포카라
강의

08:30-10:10

[강의 9] Mr. Shiva Sundar Ghimire,
네팔의 농업보험 정책

10:10-10:30

휴식

10:30-12:00

[강의 10] Er. Madhusudan Shrestha
네팔의 농산물 검역

12:00-13:00

점심

13:00-14:30

[강의 11] Dr. Hari Bahadur KC (Director VDD)
식량안보와 네팔의 채소산업 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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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

세부 일정

14:30-15:00

휴식

13:00-15:00

[강의12] Mr. Bashu Suvedi
중앙 원예 농장

8월 8일(화)

강의

08:30-10:00

[강의 13] 김정주 교수 (건국대)
새마을운동 1

10:00-10:30

휴식

10:30-12:00

새마을운동 2

12:00-13:00

점심

13:00- 15:00

[강의 14] 박동규 박사(KREI)
한국의 쌀 정책

15:00-15:30

휴식

15:30-17:00

[강의 15] 박동규 박사(KREI)
한국의 농지정리 및 농지은행

8월 9일(수)

강의/ 수료식

08:30-10:30

[강의 16] Dr. Bhaba Tripathi (IRRI-Nepal TBC)
네팔의 벼농사 기술의 최근 동향

10:30-11:00

휴식

11:00-13:00

[강의 17] 김정주 교수 (건국대)
농업협동조합

13:00-14:00

점심

14:00-16:00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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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결과
1)

교과목별 연수 내용
<표 2-5> 모잠비크 현지연수 강의 내용
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 2017년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초청연수의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과 참여자 정
보 제공
∙ 한국의 일반개황 및 현재 경제 및 농업에 관련한 현황을 설명
∙ 한국에서 들은 강의의 개략적 설명

한국의 연수경험
(Binod Kumar
Bhattarai/Bashu
Suvedi/Sirish Pun)

한국의 새마을운동

새마을 운동의 단계별 변화 및 역할
정부 주도의 국민적 자발적 참여 유도
새마을 운동의 정책적 변화 관련
새마을운동의 네팔 적용에 관한 적요

한국 농업협동조합

중앙 단위, 지역 단위의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의 역할
농협의 책임과 운영

한국 농업정책

쌀 보호 정책
직접지불제
토지제도

∙ 안성농가 방문에 따른 인터뷰 내용
∙ 라나(Rana)시대의 네팔의 농장과 시설의 설립은 로얄 패밀리들의 전유물이었음
∙ 현재 농업부 산하 45개의 국영 농장이 있고 모든 개발지역과 농업생태벨트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
∙ 과일농장 12, 채소 농장 10, 양식장 10, 양계농장 9, 양봉장 2, 기타작물 2곳이 존재함
∙ 이러한 농장은 NARC를 지원하고 다른 연구기관을 지원함. 농민들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품종 및 기술 검정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과일, 채소, 옥수수, 관상용 식물 및 기타 작물과 경제적
이득이 있는 품종을 수집, 보존 및 활용하였음

국영농장과 농작물의 유전학적
자원
(Mr. Lekha Nath Acharya)

28

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 1970 년에는 Biratnagar, Janakpur, Kathmandu, Bhairahawa, Nepalgunj 및 Dhangadhi에
6 개의 지역 농업 개발 사무소가 설립
∙ 1971 년에 4 개의 지역 농업 이사회가 설립, 1972 년 5개 부서가 하나의 DoA로 합병
∙ 1987 년 DoA와의 연구가 분리되어 National Agriculture Research Service Center가 만들어
졌으며 DoA는 개발 활동에만 집중

네팔의 영농기술보급
(Dr. Siddhi Ganesh
Shrestha)

∙ 농업의 목적: 가계소비, 부분적 가계소비, 완전시장 기반 생산, 수익성 보장
∙ 현대 농업의 변화: 생산성, 작물의 다양화, 인력 생산성 향상, 잉여생산, 가치사슬체계, 경쟁산업과
의 차별성

농업의 상품화로의 전환
(Mr. Rajendra Mishra)

∙
∙
∙
∙
∙

네팔의 식량안보정책
(Dr. Suroj Pokhrel)

단계별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 요청
1단계: 기술 연구, 기술보급, 가격 인센티브, 인프라의 수평성장 및 수직성장, 신기술 채택
2단계: 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불균형 해소
3단계: 경제, 도농을 연결하는 효율적 노동 및 신용 시장 통합, 농업과 비농업부문에서의 자본 통합
4단계: 전통적인 관리 및 지원 방안에서 벗어나 거시가격과 활동에 취약성 탈피

∙ 식량안보를 위한 네팔의 정책의 대표적 목표로는
1. 식량 및 영양 안보 정책에 관한 헌법적 조치
2. 정기계획 개최
3. 다부문 영양 계획 마련
4. 부문별 정책 수립
∙ 제 12 계획(2011-2013): 1차 산업인 농업의 생산량을 늘리고 자급자족을 확보하여 국가의 식량
안보 상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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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 제 13 계획(2014-2016): 식품 불안정 지역과 공동체의 식품 접근성을 향상시켜 농업과 농축산물
의 생산을 강화하고 식량과 영양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식량과 영양 안보를 보장하는 것
∙ 제 14 계획(2017-2019): 식량안보의 불안전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한 적절하고 수요에 충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보급하는 시스템을 수행함으로써 농업과 축산 생산을 강화하고 식량과 영
양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식량과 영양 안보를 보장

네팔의 미곡개발프로그램
(Dila Ram Bhandari)

∙
∙
∙
∙
∙

네팔의 농업 GDP는 전체의 30%를 차지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60%가 종사하고 있음
네팔에서의 쌀은 생산과 경작 면적에서도 1위의 주요 식량작물임
네팔에서의 1인당 쌀 소비량은 191kg이며 곡물 섭취량은 122kg에 달함
네팔의 75개 지역 중에서 73개 지역에서 쌀 농사를 시행할 수 있음
네팔 쌀 산업에 주요 쟁점: 낮은 생산성, 수확 후 관리 부족, 유통 시스템, 가격과 시장, 쌀 개발
프로그램 미흡

∙ 가치사슬의 체계

네팔의 가치사슬 개발
(Mr. Rajendra Bhari/ Mr.
Sirish Pun)

∙ 왜 가치사슬을 고민해야 하는가?
- 세계 무역기구와 세계화 기조로 인한 가치사슬 중요성 대두
- 고객만족, 비용절감, 품질향상은 모든 비즈니스에서의 핵심 문제이며 농업에서도 고려해야 함
- 지역 가치사슬은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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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농업의 재건을 위한 국가적 전략
(Mr. Binod Kumar Bhattarai)

교육내용
∙
∙
∙
∙
∙

중앙정부의 농업구조조정에 관한 내용 요약
네팔의 새 헌법은 일방 통치가 아니라 연방정부, 중앙, 지방정부의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것
농업기능은 주와 지방 정부의 권리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수행 가능함
현재 농업부 산하 9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작업을 계획하고 있음
UNDP의 공공관리개혁(PREPARE) 프로젝트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

∙ 농업보험은 과거에는 작물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정적으로 지원되었다면 작물, 가축 보안
프로그램은 소액금융, 협동조합을 통해 현재는 시행되고 있음
∙ 네팔 정부는 2013년 1월 14일부터 거버넌스 및 경제 개선을 위한 즉각 조치를 통해 작물 및 가축
보험을 시행
∙ 처음에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며 2014년 7월 17일을 기점으로 75%의 보험료를 지원함
∙ 현재까지의 농업보험에 관한 경제성 분석
∙ 농업보헙 교육 시행

네팔의 농업보험 정책
(Mr. Shiva Sundar Ghimire)

∙ 1977/78~2014/15까지 채소 생산성이 153% 증가하였고 면적은 203% 증가하였으며 총 생산량은
608% 증가 하지만 지난 5년간의 농산물 생산량은 정체되어 있음

식량안보와 네팔의 채소산업
발전 전망
(Dr. Hari Bahadur KC)

∙ 채소 생산량 향상을 위해서 종자 개발 및 보급, 병해충 예방 작업을 실시. 관련 연구를 함께 시행하
고 있음
∙ 네팔 채소 농업의 주요 이슈: 부절절한 품질의 종자 생산, 다양산 시장 등록 및 규제, 개인의 권한
부여, 실험실 및 관개시설의 인프라 구축, 연구의 다양성, 농약과 비료 사용에 관한 대중인식 변화,
무역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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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 현재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앙 원예연구 센터 설립 및 설명
∙ JICA에서 지원하여 설립되어짐
∙ 원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연구 및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산된 과일과 채소를
매주 주민들에게 판매하여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

중앙 원예 농장
(Mr. Bashu Suvedi)

∙ 한국에서의 새마을 운동에 관한 정책적 효과 및 내용
∙ 강의자가 실제 농협 근무자로 새마을 운동 교육에 참여하여 실감난 실제 경험을 나누었고 흥미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 전쟁이후의 한국의 상황과 1960-70년대 빈곤했던 한국의 실정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 설명
∙ 농지를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일반인들의 참여를 독려하였고 어떻게 국가
에서 시행하였고 네팔에 어떻게 적용할지 의문을 던짐
∙ 새마을운동에서의 여성인력의 중요성 강조 및 효과
새마을운동
(김정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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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 한국 쌀 산업의 수요 공급 설명

한국의 쌀 정책
(박동규 박사)

∙ 현재 한국에서의 쌀 수요 감소로 인한 잉여 활용 방안 마련 문제 대두
∙ 쌀의 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영농기술 전수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생산 증가

∙ 정부 수매제도를 통한 농민들의 가격 보장 및 쌀 산업의 보호 현재 FTA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질의응답을 통해 해결하고 식량안보와 소득 보장에 관한 중요한 이슈 전달

한국의 농지정리 및 농지은행
(박동규 박사)

∙ 한국의 일반현황 및 농업 현황 설명
∙ 한국의 농지 관련 법규와 역사적 설명: 기본 개념으로는 실제 농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 농지 은행의 기본 개념으로 이농 및 탈농하고자 하는 농가, 영세 농가나 고령 농가, 경영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 또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를 수탁하거나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지관리사업임
∙ 1인당 경지규모가 작은 네팔에서는 농업 기계화를 위한 수단과 도시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 농지은행 및 농지 정리 실행 및 정책 관련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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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농업협동조합
(김정주 교수)

교육내용
∙ 현재 전 세계에서는 약 8억 명의 협동조합 회원이 있으며 1억 명의 사람이 고용되어 있음
∙ 농업협동조합의 목표는 정보 및 협상 비용과 같은 거래 비용 축소, 시장 접근 및 기회 넓히기, 제품
또는 서비스 품질 향상 등

∙ 농협의 은행 업무 등 한국에서의 관리 기능과 역할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한 내용 이해
∙ 한국의 농헙협동조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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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농산업 혁명센터와 ADS
식품안전으로의 역할

2)

현장학습 내용
<표 2-6> 네팔 현지연수 현장학습 내용
방문지

내용

포카라 양돈농가

∙ 양돈농가의 현대화 및 생산성 증대
∙ 양돈농가의 농장주는 한국에서 15년 동안 양돈농가에서 일한 경험으로 포카라에 한국식으로 대규모 사육
을 시도함
∙ 네팔의 전통적인 돼지 사육 방식으로는 전문 농가는 부재하였으며 집안에서 1~2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집에서 남는 음식 찌꺼기를 사료로 사용하였음
∙ 2000년대에 설립된 현지 농가는 돼지 마리당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고 위생적이고 좁은 공간에서 많은
돼지를 사육할 수 있도록 고안됐으며 농장주가 근무했던 한국의 양돈 농장주가 네팔에 방문하여 개인적으
로 기술 이전을 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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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농가의 돼지 사육 수는 700~800마리로 예년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음. 이 농가는 네팔의 가축 생산
성을 향상시킨 선도 농가로서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현재는 이런 시설의 양돈농가가 네팔 전역에
서 생겼고 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 내년부터 정부에서 포카라 인근에 넓은 공간을 지원하여 9개 양돈 농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양돈 단지를
건설할 예정에 있음. 방문 농가 농장주도 참여할 예정.

3)

◦

토론 및

Action Plan

Action Plan

수립 내용

은 한국의

ODA

사업의 제안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

보고서와 함께 검토할 예정

◦

Action Plan

피드백을 위해서 연수 마지막날 발표를 하지 않고 워크숍에서

농업부 관계자 및 국제기구 등이 함께 참석하는 자리에서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

그룹

(

채소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농의 식량안보 강화)

1 :

- Goal:

소농들의 식량안보와 영양 강화

- Objectives:

생산성 향상, 영양 기준 향상, 시장 접근성 향상, 소득 증대,

소농의 권한 증대
- Outout:

생산성

20%

향상, 수확 후 관리를 통한 손실량

로 감소,

15-20%

소농들의 권한 및 역량 강화

◦

그룹

(

-

2 :

네팔의 서부지역의 중소 쌀 재배 농가 식량 확보 강화 방안)

대부분이 산지인 네팔에서의 쌀 재배의 어려움

- Goal:

네팔의 서부지역의 중소 쌀 재배 농가 식량 확보 강화

- Objectives:

미곡 생산성향상, 맞춤형 고용을 통한 벼농사의 기계화, 관개

시설 지원을 통한 인프라 향상, 각 지역별 보관 창고, 벼 농가의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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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결과
○ 짧은 시간 동안의 약

명의 강사가 투입되었으며 많은 한국 사례 및 네팔의

20

사례 모두 파악할 수 있었음

○ 네팔 농업 전반적인 부분을 강의로 접할 수 있었으며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 특히

,

네팔에서 새마을운동을 시행하고 있지만 잘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 한국의 사례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농업부에서
고려함

2)

현장학습

○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약

거리지만 험한 산길의 외길을 따라 이동

200km

하기 때문에 약 8시간의 이동시간이 소요됨

○ 선도 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소득 증대와 유통 시장에까지 참여하는 혁신적인
,

마인드의 농장주와의 면담을 통한 현지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있었음

3)

통역

○ 네팔 특성상 한국어 통역사가 많고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친근
한 장점이 있음

○

한국어 강사들은 일반적으로 영어를 사용하여 강의하였으나 질의응답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관해서는 한국어-네팔 통역을 이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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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개선점 및 특이사항

○ 주말 이틀을 현장 방문으로 사용하고 쉬는 시간 없이 약

2

주의 연수를 진행

하면서 피로감이 쌓이는 느낌이었음

○

시간 관리가 부족하여 예정된 시간을 엄수하지 못하였지만 무난하였음

○ 고위급이 강의시간에 늦으면 대책 없이 무작정 기다리기 때문에 예상된 스
케줄의 착오가 생기기도 했음

○

연수 진행사항 및 정산 업무 등은 무난한 편

1.1.6. 현지워크숍

□ 워크숍 개요
1)

목적

◦ 현지 정책워크숍을 통해

KAPEX

공동조사,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 결과를

공유하고, 국제농업협력기관 사업수행 사례 발표를 통해 향후 네팔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2017. 8. 10 (목) 09:00 ~ 13:30

2)

일시

:

3)

장소

:

4)

참가 인원 : 약
코이카,

카트만두 래디슨 호텔
명(네팔 농업부 공무원 등 농업 전문 관련자 및 주한대사관,

60

UNDP, JICA

등 국제 개발 기관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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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워크숍 프로그램
날짜/시간

세부 일정

8월 3일(수)

현지 워크숍

09:00-09:25

축사(Suroj Pokhrel 차관)
환영사(박영식 한국 대사) 및 개회

09:25-10:00

Action Plan 발표 그룹 1&2

10:00-10:30

KAPEX 사업 소개 및 토론

10:30-11:00

[발표 1] Mr. Shekhar KC (KOICA)
코이카의 네팔 사업

11:00-11:30

[발표 2] Mr. Shishir Jarki & Ms. 김지은 (UNDP)
UNDP의 네팔 사업

11:30-12:00

질의 응답

12:00-12:30

마무리

12:30-13:30

환송오찬

1.2. 우즈베키스탄
1.2.1. 사업주제

◦ 우즈베키스탄 체리 가치사슬 구축
1.2.2. 정책협의

□ 주요내용
1)

목적

◦ 농정성과 확산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국 협력부처 관계자

(KAPEX)

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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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연

수, 정책협의 워크숍 개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등의 방식 및 일정 논의

2)

기간

3)

대상기관

4)

세부 내용

: 2017. 2. 7 ~ 11.

:

우즈베키스탄 농업수자원부, 우즈베키스탄 원예과학연구원

◦ 2017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 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 방문 및 면담조사 실시를 통한 세부 분야 수요 분석 및

◦
◦

KAPEX 주제 관련 논의
KAPEX ROD

KAPEX

체결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추진 방식, 사업범위 및 일정 안내

-

세부분야 선정에 따른 공동조사 연구진 구축 방안 및 일정 협의

-

장기연수 참가자 선발에 대한 협의

-

초청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수립 및 방식과 일정에 대한 협의

◦ 국제개발협력 주관 부처

,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대사관,

KOICA

등의 유관기관 등에 원활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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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공동조사

□ 주요내용
1)

주제: 우즈베키스탄 체리 가치사슬 구축

2)

기간

3) 1

: 2017. 5. 10 ~ 10. 10

차 공동조사

: 2017. 5. 14 ~ 20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지역의 체리 생산 체계

,

유통 체계, 검역 체계 등

가치사슬 파악을 위한 현지 조사 실시
-

사마르칸트 체리 생산(소규모 농가, 대규모 업체) 현황 진단

-

사마르칸트 체리 관련 물류, 저장, 가공, 판매 등 유통 현황 진단

-

체리 검역 부문 문제점 진단

◦ 한국측 전문가와 우즈베키스탄 전문가의 연구협의회 실시
- 2017

년 2월에 실시된 정책협의 및 한국대사관 방문 시 주로 논의되었던

우즈베키스탄 체리 산업 가치사슬 내 유통과 검역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양국 공동조사단의 역할 분담
-

보고서 목차 및 연구 내용 확정

- 2

차 공동조사 전까지 완료해야하는 연구 부분 및 관련 일정 확정

-

현지 워크숍(8월 개최 예정) 발표 내용에 대한 논의

-

향후 공동조사 결과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가. 공동조사단 사전 협의
□ 주요 회의 내용
◦ 공동연구 착수보고 실시
-

본 공동연구는 사마르칸트 주 내
Samarkand

Bulungur, Jambay, Pastdargom, Urgut,

지역 등 5개의 체리 주생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내 체리

산업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사슬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지역 내 체리 가치사슬 분석을 위하여 생산량, 판매량, 유통, 포장,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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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비롯하여 체리 상품성, 관련 기술, 사업 환경, 고용 등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할 예정임.
- 1

차 조사(’17.5.16~18) 시에는 조사지역인 사마르칸트를 방문하여, 생산

부터 검역까지 이르는 가치사슬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면담조사를 실시
할 예정임.

◦ 공동연구 배경 논의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과일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
로,

FAO

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체리 생산량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은 대륙성 기후이며, 일조량이 많아 체리, 사과, 배,
석류, 살구, 복숭아 등 과일을 재배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
- 2010

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과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령

을 제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난 5년간 우즈베키스탄에는
과수원이 조성되었으며

2017

년에는

의 밀식원(high-density

10,000ha

의

35,000ha

or-

이 조성될 계획임.

chard)
-

그러나 체리의 경우, 상품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
에 가치사슬 전 단계에서, 특히 수확후관리 단계에서 상품을 잘 관리하여야
함.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체리 주산지 중 하나인 사마르칸트 지역의 경우,
주로 소규모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신선한 상품을 대량으로 수집하고 선별하여, 저장하고 포장하
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하여 사마르칸트 체리의 상품성 및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 및 수출이 어려움.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마르칸트 주의 가치사슬을 분석하
고 향후

ODA

및 투자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공동연구 방법 논의
-

본 연구는 조사지역인 사마르칸트의 체리 생산업체, 포장 및 운송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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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유통업체, 검역 담당관 등 본 연구 주제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면담
을 통하여 1차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문헌조사를 통하여 2차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 실시를 통한 경쟁력 분석 및 로드맵 작성하는 것
이 필요함.

◦ 추후 공동연구 추진 계획 관련 논의
-

공동연구 최종보고서는 배경, 방법론, 주요 연구결과(Output), 제안 및 결론
(Recommendation + Concluding remarks)

-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를 제출하고, 한국 측 공동조

Monthly Report

사단이 검토하여 의견을 송부하기로 합의함. 또한 한국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관련 조사표를 작성하여 송부하기로 함.
-

현재 체리 수확기(5월

일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조사를

20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향후 우즈벡 공동조사단에서 추가적인 현
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조사표를 한국 전문가들이 검토하
기로 하였음.
차 조사는 8월말 경에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차 조사 시 중간보고

- 2

서 검토 및 향후 제안 방안 논의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음. 또한 향후 현
지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하기로 함.

◦ 차 현지조사
일정 논의
나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방문
□ 주요 회의 내용
◦ 우즈베키스탄 체리 생산 현황파악을 위한 논의
1

.

(’17.5.16~18)

KOPI A

-

체리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종자 및 품목이 다양
하며 선별하기가 어려움. 그러나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종자가 달라
도 규격이 같으면 한 패키지로 포장하여 수출하고 있어 품질에 대한 평

43

이 좋지 않음.
-

또한 체리는 1달 동안의 수확기간이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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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산단지를 조성하면 매달 재배할 수 있는 시스
템 구축할 수 있음.

-

또한 과일주스원액 등 식품가공산업도 주목할 수 있음. 인접한 러시아,
CIS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경

쟁력이 있는 분야임.

다. 우즈베키스탄 원예과학연구원 사마르칸트 연구소 방문
□ 주요 회의 내용
◦ 우즈베키스탄 원예과학연구원과 사마르칸트 연구소 소개
-

우즈베키스탄 원예과학연구원은 농수자원부 산하의 농업과학 기술센터
산하

16

개의 연구기관 중의 하나로 과채류의 품목에 관한 연구와 관련

기술을 실제로 농가에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음.
본원에는

명 이상의 연구원이 있으며, 9명 이상의 박사급 연구원,

40

이상의 주니어급 연구원이 있음. 우즈베키스탄의

개의 주 중에서

13

명

20

개

12

의 주에 연구소 분원이 있으며, 각 지역 연구소에서는 지리학적인 특징
과 기후에 맞는 품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음.
-

원예과학연구원 사마르칸트 연구소는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가장 큰 분
원으로
270

의 재배면적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며 연구하고 있음. 약

80ha

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작물 재배 관련 연구 및 사마르칸트 주 내

여러 지역에서 기술보급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사마르칸트 지역 내 체리 가치사슬 현황
생산 및 재배) 사마르칸트 지역 내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작물은 체리

- (

이며, 주로 소규모 농가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음. 이 지역 내에서는

개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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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 품종 중 6개의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 중 2개 품종은 조생종임.
이 지역에서는 조생종, 대립종인 바호르(Spring)품종을 가장 많이 재배하
고 있는데, 다른 품종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임.
- (

생산 및 재배) 체리 나무의 재식 간격은

“6m x 5m”

혹은

“4m x 2m”

로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심고 있음.
투입재) 비료, 농약 등의 투입재는 여러 기업을 통해 구매하고 있음. 질

- (

소비료의 경우 주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
며, 농약은 주로 수입재를 사용하고 있음. 재배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도로 중간에 있는 간이시설에서 관련 투입재를 판매하고 있음.
수확) 수확은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확 후 사이즈, 크기,

- (

색깔 등에 따른 분류 역시 수작업으로 하고 있음. 사마르칸트 지역 내 수
확기간은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임.
수확 후 관리) 체리를 수확 후 그늘에 말리고 분류작업을 한 후에 포장

- (

작업을 함. 그 후에 바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체리 수입업자들이 체리
를 운송해 감. 혹은 냉장보관을 위해서 저온창고로 보내지는데, 이 경우
에는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

일 정도 보관할 수 있음. 그러

나 비싼 사용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냉장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농들은 주로 시장에 나가 당일 수확한 체리를 판매하고 있
음. 대규모의 체리 판매자들은 지역 내 소규모 농가들과 계약을 맺고 계
약재배를 통해 체리를 생산하도록 하고, 수확 및 분류 등에는 직접 개입
하여 판매하는 체리의 상품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운송) 상품들은 주로 냉장트럭이나 저온시설을 갖춘 기차를 통해 운송

- (

되고 있음.
판매) 체리 농장가(farm-gate

- (

price)

는

kg

은 그 해 체리 생산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체리 생산이 좋지 않아

kg

당

1.5~2

당

0.5~1

달러 정도임. 수출가격

년도에는 날씨의 영향으로

2016

달러 선에서 수출되었음. 체리는 수확

되고 나서 1등급~3등급 정도 수준으로 체리를 구분하는데, 1등급 체리의
경우 대부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인접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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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는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쨈, 주스 등의 생산을 위해 가공식품
공장으로 판매되고 있음.

◦ 사마르칸트 지역 내 체리 가치사슬 문제점
-

생산에 있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음.

-

소규모 농가들이 체리를 좋은 상태로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일 수확한 체리를 당일 판매해야 함. 시간
이 지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으며, 수확기간이
끝난 후 체리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들의 농가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소규모 농가에서는 상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체리의 상품
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제대로 된 포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포장용기 등이 국내
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판매 및 수출에 어
려움이 있음.

라. 과일 산업 관련 기업 “Sharq Sanoat” 방문
□ 주요 회의 내용
◦ 기업 현황
-

본 기업은

년에 설립된 회사로 주로 사과, 체리, 복숭아, 토마토 등 농

1997

산물을 재배하고 판매하고 있음. 주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수출하고 있
으며,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그리스, 중국 등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음.
-

특히 과일재배 및 판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마르칸트, 지자흐, 나보이, 나
망간 등의 지역에서 과일을 재배하고 있음. 기업의 총 과일 재배면적을
년에

까지 확장시켰으며, 체리는 총

2016
-

5,000ha

과일저장을 위한

300ha

정도 재배하고 있음.

톤 용량의 저온저장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00

이탈리아) 등에서 과일 선별을 위한 기계를 수입하는 등 현대

UNITEC(

화된 수확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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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포장을 위한 판지, 상자 등을 직접 제작하고 있으며, 냉장저장시설
및 냉장 운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주스, 과일농축원액, 건과일, 냉동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 체리산업 가치사슬 관련 기업 현황
생산 및 재배) 사마르칸트 지역에서는 약

- (

생산하고 있으며,
하고 있으며, 총

100ha

규모의 농장에서 체리를

개의 품종을 재배하고 있음. 농장은 본 기업이 관리

6~8

여명이 체리 농장을 관리하고 있음(10ha당

180

생산성을 살펴보면,

년생 체리나무의 경우

2~3

있으며, 성목의 경우 평균적으로

당

ha

명 고용).

18

톤을 생산하고

16~17

톤/ha의 생산성을 지니고 있음.

25~35

수확) 수확기간은 5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이루어지고 있음. 주요 품종

- (

들은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수확하고 있지만, 미국, 캐나다, 프랑스
품종의 경우 더 늦은 시기까지 수확이 가능함. 수확 및 선별은 수작업으
로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체리선별기계를 구축할 예정임. 수확 후 노지
에서 칼리브레이션, 분류 작업을 마치고 시설로 운송함. 그 후에 시설 안
에 있는 저온저장창고에 보관함. 이 저장창고는 급속냉장이 가능한 시설
이지만 체리를 보관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 (

포장) 포장시설 등은 이탈리아 기계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포장 용기

및 상자는 이 시설에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음. 포장지를 생산하
는 기계는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음.
판매) 사마르칸트에서 재배되는 체리의 경우 주로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

- (

음.

년도부터 러시아의 메이저 유통업체인 매그닉트와 계약을 체결하

2016

고 매그닉트 슈퍼마켓에 체리를 공급하고 있음. 이 외에도 러시아에만 수
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음. 체리 수출의 순이익률은
10~15%

정도이나, 체리 수출을 시작한지

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투

1~2

입대비 수익이 좋은 편은 아님. 그러나 러시아에서 사마르칸트 체리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판매망이 늘어날 예정임. 또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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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생산하는 체리 가공식품 역시 주로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음.
유통) 러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본인들의 저

- (

온저장시스템 트럭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본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냉장트럭으로 운송함.
- (

기술협력) 정부와 체리 가치사슬 관련 기술협력을 하는 경우는 없었음.

그러나 그리스,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에서 체리 재배 관련 기술
전문가를 초청하여 임시로 고용하고 관련 기술을 전수하도록 하거나, 관
련 기계나 부품을 수입한 경우, 그 국가의 기술직을 초청한 사례는 있음.

마. 체리수집업자 면담
□ 주요 면담 내용
◦ 체리 수집 및 운송 방법
-

사마르칸트 지역 내 작은 농가들에서 체리를 수확하고 수집함. 주로
250~350g

정도 용량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체리를 포장하고 일반트럭으

로 나보이(Navoy)에 운송함. 사마르칸트에서 나보이까지 운송하는 데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됨.
-

하루에 평균적으로

5ton

정도를 작업하고 있으나, 구매자가 원하는 물량이

매일 변하기 때문에 매일 작업량이 다름.
-

수확 및 선별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음.

-

당일 주문이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 당일 작업하고 운송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을 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은 필요하지 않음.

바. 사마르칸트 검역담당기관 방문
□ 주요 회의 내용
◦ 검역 관련 주요 업무 내용
-

이 기관에서는 주로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Certificate

Phytosanitary

을 발급하고 있음. 이 인증서는 국내 이동시 검역 체크포인트

에서 검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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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을 검사는 하고 있으나, 육안으로 판단하여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
부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있음. 검역 관련 실험 등은 이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샘플검사는 타슈켄트에 있는 중앙검역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사. 국립표준원(State Standard Agency) 방문
□ 주요 회의 내용
◦ 체리 품질 및 검역 관련 인증서 발급 절차
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관련 검역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우즈베

- 2011

키스탄에서 생산된 모든 수출품을

100%

검사할 필요는 없게 되었음. 그

러나 계약업체나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검역 검사를 시행해야 함.
-

국립표준원에는 검역 관련 연구실 등이 있으며, 관련 검사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아님. 본 기관에서는 주로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잔루화학물질, 병충해 발생 여부 등을 검사하고 관리하고
있음. 즉, 국립표준원은 검역 기능은 없으며, 농산물 품질 관리 기능이 있
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음.

-

사마르칸트 체리 검역 절차는 다음과 같음. 먼저 사마르칸트 검역담당기
관에서 타슈켄트에 있는 중앙 검역기관에 수출하고자 하는 체리의 샘플
을 보내고, 그 샘플을 분석한 후 검사 결과를 다시 사마르칸트 검역담당
기관에 송부함. 검사 결과를 사마르칸트 기관에서 검토한 후에 검역 인
증서를 발급함. 이 인증서를 국립표준원에 제출을 하면 기관에서 적합성
인증(Certification

of Conformity)

을 발급함. 검역 인증서와 이 적합성인

증서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함(아래의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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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GDF Export 방문
□ 주요 회의 내용
◦ 기업 현황
-

본 기업은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로 수출에
초점을 두고 있음.

Yangiyul(440ha), Pshkent(330ha), Namangan(1,000ha),

Surkhandarya(200ha), Kibary(110ha), Zangiata(170ha)

유하고 있음. 또한

Tashkent

에

3ha, Srkhandarya

지역에 농장을 보

지역에

105ha

규모의 온

실 시설을 구축하고 있음. 포장 및 가공을 위한 공장은 타슈켄트에 위치
하고 있으며 약

정도의 규모임. 공장에는 다목적 냉장시설, 급속냉장

7ha

생산라인, 건조식품 생산라인, 연구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년도의 총 수출량은 신선농산물

- 2016

식품

3,000ton

2,600ton,

이었으며,

냉동식품

15,000ton,

건조식품

년도에는 신선농산물

2017

20,000ton

을 목표로 하고 있음.

1,100ton,

20,000ton,

냉동

건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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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슈켄트에 있는 시설의 경우,

년도에 설립되었으며

2015

스탄 자본으로 공장시설 설립에만

2,500

100%

우즈베키

만 달러가 투자되었음.

◦ 체리 가치사슬 관련 기업 현황
생산) 체리는 주로 페르가나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음. 페르가나 지역은

- (

양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기후가 좋아 핵과류를 생산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 본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체리를 페르가나에
서약

1,000ha

의 규모로 생산하고 있으며, 페르가나 나망간 지역에 체리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있음. 현재 사마르칸트 지역에서는 생산하고 있지
않으며, 그 지역의 농가에서 구매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페르가나
체리에 비해 당도가 떨어지며 상품성이 없기 때문임.
수확) 체리 수확의 경우, 기업의 구매담당팀에서 생산지역의 농가를 방

- (

문하고 구매팀의 기준에 맞는 상품을, 그 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수확하
고 있음. 주로 5월 중순부터 수확을 시작하며, 이번 해(2017년도)의 경우
5

월

25

일부터 시작하여 6월말까지 수확할 예정임.

수확후관리) 본 기업에는 과일을 소독하고

- (

기계를 2대 보유하고 있는데 1대는 시간당

hydro-cooling

을 할 수 있는

톤, 다른 1대는 시간당 3톤을

1.5

처리할 수 있음. 또한 체리를 위한 자동선별기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제품임. 이 기계는 체리씨를 투시할 수 있으며, 투시

UNITEC(

검사를 통해 불량품을 선별할 수 있음. 또한 색, 사이즈별로 분류가 가능
하나 당도를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은 없음. 자동계량기능이 있어 무게 기
준을 설정하면 (주로

5kg)

자동으로 받아지고 박스로 포장까지 한 번에

℃ 창고로 이동됨

가능함. 포장된 체리는 냉장(3
- (

)

.

저장) 신선 및 냉동식품으로 가공하기 위해여 냉장 및 냉동저장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에서 시설을 수입하였음. 또한
이 기업은 에틸렌가스를 이용하여 신선농산물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보관
하고 있음. 사과의 경우 1년, 포도와 감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며,

OctoFrost

를 사용하는 체리의 경우 약 2년간 보관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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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씨를 추출하는 기계로 씨를 제거한 후에 급냉시켜 보관하고 주로
가공공장 납품용으로 사용됨.
운송) 본 기업의 체리는 주로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는데, 수출품의 경우,

- (

℃ 트럭을 통해 육로로 러시

냉장창고에 1일 이내로 보관하였다가 냉장(3

)

아로 운송되며,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됨. 러시아가 아닌 다른 수출국의
경우, 냉장보관된 체리는 냉장트럭을 이용해 나보이 공항으로 이동되고,
냉장시설을 갖춘 비행기를 통해 수출국으로 운송됨. 이 경우, 냉동이 아
닌 냉장(3

℃

)

상태로 운송하는 것이 상품성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

분이므로, 보관-> 육로운송

->

항공운송의 모든 과정에서 냉장시설을 갖

춘 운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검역) 검역의 경우,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검역관이 방문하여 관련 검

- (

사를 진행함. 본 기업은 한국수출의 경험이 있으나 우즈베키스탄 체리
검역문제로 인해 수출이 중단되었음. 이번 해(2017년도)부터 수출을 재
개하고자 하며, 한국 담당검역관이 방문할 예정임.
판매 및 수출) 작년에는

- (

1,000ton

의 체리를 작업하였으며, 이번 해에는

의 체리를 작업할 예정이며, 전량 수출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에는

2,000ton

제일 큰 사이즈의 체리를 선호하는데

500ton

시아는 작은 사이즈의 체리를 선호하며 약

가량을 계획하고 있음. 러

850ton

을 목표로 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체리의 수요는 러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좋은 가격으로 수
출이 가능함. 그러나 인근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는 수요가 거의 없음.
우즈베키스탄 체리의 수출가격을 비교해보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
에서의 가격이 제일 높음. 근래에 들어 두바이나 유럽 국가들에서도 우
즈베키스탄 체리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어 향후 수출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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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차 공동조사

: 2017. 9. 11 ~ 14

◦
공동연구의 진행사항 공유 및 향후 연구 방향 및 활용방안 논의
◦
공동연구 차 현지조사 실시
가. 우즈베키스탄 중앙식물검역소(Main State Inspection on Plants
Quarantine) 방문
□ 주요 회의 내용
◦ 공식 명칭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농수자원부 중앙식물 검역소
KAPEX
KAPEX

2

(Main State

로, 우즈벡 식

Inspection on Plants Quarantin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물검역법(Law

의집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Quarantine of Plants)

행 기관으로 아래 사항을 식물검역 대상으로 함.
-

․ ․ ․

해충, 식물병, 잡초에 오염될 수 있는 종자, 농업 의학 산림 장식용
식물 및 식물의 일부

-

농기계, 토양 관리 장비, 식물성 물질로 만들어진 포장재 및 용기

-

식물성 산물을 획득, 저장, 가공, 판매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점유지나 토지,
농지, 산림, 개인 사유지, 정원, 농업외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보도, 전기
선 설치 지역 등)

◦ 아울러 식물검역법에 따라 중앙 식물검역소 소장은 농림수자원부 장관이
내각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Districts

Main

State,

Tashkent

City,

Stats,

Cities,

및 국경의 식물검역을 담당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함.

-

검역대상 병해충 및 잡초의 목록을 5년마다 갱신

-

농산물의 수입 및 국내 운송, 수출 규정을 제정

-

국제기구의 식물검역 관련 분야을 대표함(NPPO)

-

훈증팀 운영, 실험실 정밀검사, 식물검역 규제지역 설정(전국에 총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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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관이 근무하고 있음)

◦ 식물검역법에 따라 외국산 종자 식물 식물성 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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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소에서 발급하는 수입검역 허가증(Import

Quarantine Permission),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위생증(PC)이 있어야 하며, 국경 및 공항만
에서 수입식물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함.
-

․

검역병해충 및 위험한 병해충 잡초가 발견되는 경우(해당 병해충 잡초
가 발견된 경우 화주에게 추가조치(폐기, 반송, 소독 등) 명령서가 발급
되고, 화주는 1일 이내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

살아있는 모든 식물병원성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및 식물에 피해를 주
는 모든 곤충, 응애, 선충(단, 연구용 표본은 제외)

-

종자, 묘목, 신선과실 및 채소의 우편 및 휴대화물

◦ 기타 낱개의 과일

,

채소를 휴대로 수입하는 경우 병해충이 없어야 하며 주

정부 검역관이 발급하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묘
목의 경우 격리재배 검사를 받아야 함
-

외교적 경로를 통해 수입되는 휴대 또는 우편 식물은 특별 규정에 따르며,
중앙식물검역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입검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 인력동원
(

,

운송비, 토지사용료, 부대시설장비

등)은 수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식물검역법에 따라 수출식물 검사를 실시하며

,

종자, 묘목, 식물, 병원균 배

양체 및 기타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 및 상업
적인 계약 등 관련 조건이 충족되고, 수출금지품이 아니어야 함.
-

종자,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화물 수출

일

30

이내에 관할 지역 식물검역소에 통보하고, 해당 선적분의 수출 개시

15

일 전에 수출검사용 샘플을 제공해야 함.

◦ 수출 과수원은 국가에 등록되고

,

재배과수원별로 자율적인 병해충 관리를

실시하되, 검역병해충에 대하여 관할 식물검역소 검역관의 정기적인 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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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을 통해 해당 병해충이 없는 경우에 수출 가능

(

-

지역의 식물검역소에서 채취한 샘플은 중앙식물검역소 실험실로 보내져
정밀 검사 하고, 매월 관할 지역의 병해충 발생상황에 대한 정기모니터
링 결과른 보고서로 작성되어 1년에 한번 목록화

◦ 우즈벡 체리 생산 및 수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과일

‘

수출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병 종묘(묘목)검사, 수출과수원 병해충
예찰을 통한 수출자격부여(인증서 발급) 및 전국

12

개 지역에 대한 훈증창

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과수원 예찰조사 시 채집된 표본은 타슈켄트에 있는 중앙식물검역소 실
험실로 보내져 정밀검사 후 해당 검역병해충 여부를 진단함

-

식물검역소 검역관의 과수원 예찰조사(일종의 재배지검사)를 통해 2가지의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는데, 우선 국내 이동(내수 및 수출선과장 이동)을
위한 ‘주간이동증명서’와 실제 생산지역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식물
위생증(PC)’가 발급됨
년 8월

- 2017

일 대통령의 ‘농업발전 필요성’ 제안에 따라 전국

31

․

개지

12

역에 각 1개씩의 훈증창고 설치 지원 의무화가 단행되었다고 함.

◦ 기타 우즈벡 체리의 한국 수출과 관련하여 중앙식물검역소 측은 수출 과수
원에 페로몬 트랩을 설치 조사하고 있으며, 나망간 지역에 대규모의 농업회
사를 설립하여 병해충 무발생 지역을 설정하여 수출을 확대할 예정임을 제시
-

아울러 우즈벡 식물검역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국측의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요청함.

나. 대한항공 타슈켄트 사무소 방문
◦ 년 총 톤의 우즈벡 체리를 한국에 수송하였으며 이중
2017

150

이 공항의 화물기로 운송하고,

,

톤은 나보

120

톤은 여객기를 통해 운송하였으나, 당초

30

55

계획물량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량이었으며, 이는 계약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유럽을 출발해 우즈벡 나보이를 거쳐 한국으로 수
송하는 화물기의 특성상 공실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 3회, 편당

10

톤의

적재공간만 할당하고 있었으나, 이마저도 채우지 못하게 됨
-

우즈벡 공영회사인

의 방만하고 무리한 화물기 적재 공간 구매

UZAGRO

로 인해 빚어진 결과이며,

MB

훈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지 못하여

화물적재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것도 한 가지 요인임
-

아울러 금년은

MB

훈증과 관련하여 투약량을 측정하는 저울 고장으로

지나치게 과량이 투약되어 품질 손상 많이 발생하여, 결국 국내 수입자
측에서 수입을 조기에 중단한 것도 수출저조의 이유라고 함.

◦ 따라서 한국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훈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거나 생산지 가까이에서 선과․선별은 물론 훈증될 수 있는 시설 확보가
MB

,

관건이라는 의견을 제시

다. 사마르칸트 농업대학(Samarkand Agricultural Institute 방문
◦ 사마르칸트 농업대학은 년에 설립된 우즈벡에서 가장 오래된 농업대학
1929

으로

462

정

개 전공, 석사과정

-

19

명의 교수진(박사급

한국은 물론

17

42%)

과

6,000

여명의 학생, 6개 학과에 학부과

개 전공 및 박사과정 6개 전공을 두고 있음.

여개 국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등 우즈벡 내 국제 협

70

․

력 최고 대학으로, 원예 축산 및 가공 분야 우수대학이라고 함(10년간
한국의 강원대학교와 경상대학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대학교와 2년에 1번씩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한국과 교류협력관
계를 유지).
-

최근 학부생
17

․

명 규모의 식물보호 검역 전공을 개설하고 있으며, 총

80

명의 교수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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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초청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한국의 과일산업 가치사슬 관련 농정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농업수
자원부 공무원 및 유관 연구기관 연구자의 역량 강화

◦ 국내 전문가 강의

,

우수 사례 현장견학,

Action Plan

수립을 위한 논의 등 을

통하여 관련 농업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지역의
체리 가치사슬 구축 방안을 마련

2)

기간

3)

방문기관

: 2017. 7. 15 ~ 7. 22 (

·

총 8일, 국내 입 출국일 기준)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농식품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 배
,

,

,

원예협동조합, 배 생산농가

4)

참석자
<표 2-7> 우즈베키스탄 초청연수 참가자
이름

기관

직급

1

Shukhrat Akhmedov

우즈베키스탄 원예과학연구원

연구원

2

Otabek Sulaymonov

우즈베키스탄 검역본부

연구원

3

Mirjamshid Murtalibov

우즈베키스탄 농업과학연구센터

과장

4

Nabira Djumabaeva

우즈베키스탄 농업과학연구센터

부국장

5

Khilola Djuraeva

우즈베키스탄 농업과학연구센터

연구원

6

Erkin Zuftarov

우즈베키스탄 원예과학연구원

연구원

7

Yuldash Saimnazarov

우즈베키스탄 원예과학연구원

원장

8

Shokhrukh Tolibov

우즈베키스탄 농업수자원부 (국제협력국)

국장

9

Sherzod Umarov

우즈베키스탄 농업수자원부

부국장

10

Boris Gojenko

중앙아시아 수자원위원회

연구원

11

Sherzod Muminov

중앙아시아 수자원위원회

연구원

57

5)

일정
<표 2-8> 우즈베키스탄 초청연수 일정
날 짜

세부일정

비고

7월 15일(토)

인천공항 입국(21:35)

7월 16일(일)

초청연수 오리엔테이션 및 문화체험활동

7월 17일(월)

입교식 / 오리엔테이션 / 강의

10:00-10:30
10:30~11:00
11:00-11:30
11:30-12:00
12:00-14:00
14:00-17:00
17:00-18:00

입교식(환영사, 답사, KAPEX 및 연수참가자 소개) 및 사진촬영
오리엔테이션(연수과정 소개 및 액션플랜 수립 안내)
액션 플랜 팀 구성 및 질의응답
현업 적용을 위한 서약서 작성
환영 오찬
[강의 1] 한국의 농업정책(최정섭)
국별 보고서 발표

7월 18일(화)

강의 및 현장견학

9:00-12:00
12:00-13:00
13:30-14:30
15:00-17:00
17:30-18:00
18:00-20:00

[강의 2] 한국의 농식품 유통정책 경험(최지현)
점심
이동 (호텔 → 가락시장)
[현장견학 1] 농산물 유통시장(가락시장)
이동(가락시장 → 호텔)
석식

7월 19일(수)

현장견학

8:00-11:30
11:30-13:00
13:30-15:30
15:30-16:30
16:00-18:00
18:00-20:00

이동 (호텔 → 김천)
점심
[현장견학 2]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식품검역본부)
[현장견학 3] 농식품검역본부
이동(농식품검역본부 → 호텔) 및 석식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검역본부

7월 20일(목)

현장견학

나주 배 원예협동조합 및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8:00-11:30
11:30-13:00
13:00-14:30
14:30-16:00
16:30-18:00

이동(김천 → 나주)
중식
Action Plan 논의
[현장견학 4] 나주 배 원예협동조합
[현장견학 5] 배 생산농가 방문

7월 21일(금)

Action Plan 수립 및 수료식

코리아나 호텔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7:30

액션플랜 발표
수료식 및 기념촬영
환송오찬
연수 종합평가
이동(나주 → 서울)

연구원

7월 22일(토)

출국(22:55)

코리아나 호텔

강의

가락시장

서울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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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결과
1)

교과목별 연수 내용
<표 2-9> 우즈베키스탄 초청연수 강의 내용
교과목명 (강사명)

한국의 농업정책
(최정섭)

한국의 농식품 유통정책 경험
(최지현)

교육내용
∙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한국 농업 및 농촌현황 비교
∙ 한국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의 특징
∙ 한국 농업현황
- 작물 재배면적 분표
- 농가 수입
- 작물 재배와 축산업 생산현황 비교
∙ 한국 농촌현황 및 주요 이슈
- 농촌인구 고령화
- 가족농 구조
- 농가 수 감소
- 농가 면적 확대
- 농외소득 확대
- 도농 소득 격차 확대
∙ 한국 식품산업
- 주요 식단의 서구화
- 엥겔지수 감소 및 외식업 활성화
- 일인당 쌀 소비량 감소
- 곡물자급률 저조
-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무역 적자
∙ 한국 농업의 향후 비전
- IT와 생명과학기술을 접목한 농업
- 농산업체 경영인으로서의 농민
- 매력적인 정주 공간으로서의 농촌 발전
- 농업, 농민, 농촌에 관한 통합적인 공공정책 필요
∙ 농업발전 주요 동력
- 리더십,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농민의 참여의지
∙ 한국 농식품 유통정책의 변화
- 1970년대: 공급 안정화
- 1980년대: 도매시장 활성화
- 1990년대: 도매시장 확장
- 2000년대: 생산자 조합의 협상력 강화
∙ 한국 농식품 유통 시스템의 특징
- 도매시장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하에 발전하고 있음. 일본, 대만과
비슷한 구조임.
- 소비시장의 경우, 대규모의 유통회사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으며, 할인마켓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슈퍼 슈퍼마켓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작은 규모의 소비시장은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정부가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유
- 경매시스템을 통한 가격의 투명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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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 농민 보호(시장 안정화, 지불 보장)
- 규모의 경제 등 유통의 효율성 극대화
∙ 한국 도매시장의 역사
- 1976년: 관련 법 제정 “농수산식품 유통 및 가격안정화”
- 1985년: 가락 농수산도매시장 설립
- 1994년: 거래시스템 개정(경매시스템 확대)
- 1990년대 중반: 주요 도시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 2001년: 거래 시스탬 개정(경매시스템 개정 등)
- 2006년: 거래시스템 개정(전자 거래시스템 도입 등)
<Q&A>
∙ 협동조합은 비영리 단체인데 왜 수익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 농협 은행 시스템을 통해 가능
∙ 협동조합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 영세 소농의 경우 판매하는 농산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제 값에 받기 어려움. 따라서
협동조합을 통해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품질관리도 용이함.
∙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얻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 우리나라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많으며, 대부분 이러한 활동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음.
∙ 전국공영운영주체는 누구인지?
-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임.

2)

현장학습 내용
<표 2-10> 우즈베키스탄 초청연수 현장학습 내용
방문지

내용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목적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업무
-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
- 유통관련 정보의 수집 및 공유
-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 지도 및 감독
- 유통 전문잉력 양성 및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도매시장 시설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 2실, 5본부, 1센터, 1지사
- 인력: 298명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 1985년 6월 개장
- 청과, 수산, 축산, 건어, 친환경 상품 및 식자재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청과 및 수산 부류의 원물을
대량거래하는 국내 최대의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임
- 연간 250여만 톤(1일 당 약 8,200여 톤)의 물량을 취급하고 있으며, 서울시 소요량의 약 50%를 공급
하고 있음.
∙ 가락시장 유통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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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내용
- 도매시장 법인: 생산출하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농산물을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상장매매
- 중도매인: 상장매매에 참가하여 농산물을 낙찰 받거나 생산출하자로부터 물건을 직접 수탁받아 소매상인
에게 도매로 판매
- 매매참가인: 대형 수퍼마켓 운영자나 농산물 가공판매업자 증 대량실수요자로, 중도매인과 같이 상장매
매에 참가하여 물품 구매
- 직판상인: 시장 내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소분포장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상인

농산물
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 업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출현미검사진행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0여명의 전문 인력이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 잔류 조사 외 최근 직불금 제도 평가도 진행하고 있음.
∙ 주요 품질관리 및 GAP 제도 설명
- 환경보호 및 소비자 안정성 신뢰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운영
- 주요품질관리제도: 친환경 인증, 유기농 인증(화학비료 및 유기합성농약 미사용), 무농약 인증(유기합성
농약 미사용 및 화학비료 1/3 수준 사용)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약 등 위해요소관리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경우 자율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축산물의 경우 의무 등록제로 운영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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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내용
있음.
∙ 농산물 안정성 조사 개요
- 1996년도 제도 도입, 시험연구소 국외지원에 10개 분석실 운용
- 유해물질 모든 종류 관리: 농약, 중금속, 비소 등, 약 460여 종
- 대상농산물: 국내 모든 농산물(380여종) 대상, 재배면적이 많은 100여종 집중관리
- 각종 품질관리 제도 및 GAP제도와는 별개로 유통 및 소비 단계에도 안정성 조사를 실시하지만 생산단계
를 집중적으로 실시
- 생산단계 조사 중점 이유: 유통 및 소비단계까지는 3~4일이 소비되므로 조치가 이미 늦어 생산단계조사
를 중점으로 실시함.
∙ 농산물 안정성 조사과정
- 10% 취약농가 위주로 집중검사관리를 실시, 90% 농가는 교육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 예산, 인력 전반으로 100% 관리가 불가하므로 합리적인 조사 및 지도교육 실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한
기 때 농가 대상으로 비료 사용, 재배 기술 등을 교육 및 부적합농가지침의무사항으로 농가교육에 관한
법적기준을 마련함)
- GAP 인증(7만 농가), 친환경 인증(8만 농가)과는 별개로 표본 조사를 통해 취약농가 선정, 집중 관리
실시
∙ 부적합농산물(잔류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판정 시 조치
- 출하연기: 출하 10일 전 농산물 분석을 실시하여 적합성 판정, 부적합시 10일 후 재검사 실시, 재부적합
판정 시 추가로 적합판정 나올 때까지 출하 연기
- 용도전환: 원료 농산물 부적합의 경우 출하연기를 통해 잔류농약을 제거하지만 잔류기간이 월등히 길
경우 건조 또는 가공 등을 통해서 용도를 변환함
※ 풋고추 → 홍고추(건조) 또는 고춧가루(가공), 깻잎 → 참기름(가공)
- 폐기: 농약 부적합 판정시 무조건 폐기 조치 후 대체 작물로 재배 유도
※ 수출 농산물 부적합일 경우 수출 농가 전체 농산물 폐기조치로 수출 문제 사전 차단
- 부적합 농산물 판정을 받을 경우 행정조치 이행 후 안전관리취약농가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
시함(행정조치 미이행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실시)
∙ 농산물 안전성 조사 현황
- 농산물 77,515 종 검사 중 1,182건, 1.5% 부적합 판정
- 부적합 처분 내용: 426건 폐기 조치, 228건 출하 지연, 528건 기타 조치
- 2017년 세균, 미생물 등을 중점으로 2016년보다 많은 79,000건 조사 예정(잔류 농약 47,319건, 중금
속 3,000건, 토양조사 6,500건)
∙ 관련 실험실 견학
- 원산지 검증과(이화학분석실) 견학
- 원산지 분석과(DNA 분석실) 견학
- 품질조사과 견학
- 안정성 분석실 견학
<Q&A>
∙ 생산된 농산물의 농약잔류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는 불가하기 때문에, 전체 농가대비 10%(약 8만)을 검사함.
∙ (위 질문에 이어서) 그렇다면 나머지 90% 농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된 농가가 되는 것인지?
- 그렇진 않음. 전년도 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조사 진행하며 보급 및 교육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함.
∙ 전수조사가 아니라면 농약 잔류가 기준치를 넘는 농가들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농가들의 농산물도 도매
소매가 가능한지?
- 지자체, 식약청 등에서 관리함. 하지만 부적합률이 연간 평균 약 1.5%정도가 된다고 함. 그렇기 때문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함. (농산품은 공산품과 다르게 완전 통제가 어려움)
∙ GAP, 친환경 인증제도는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가들로 하여금 어떠한 혜택을 줌으
로써 인증을 하도록 유도하는지?
- 정부에서는 잔류 농약 분석 및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더불어 친환경 직불금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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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도매시장에서도 농약잔류 검사실이 있는지?
- 전국적으로는 10개(도단위) 존재. 기업, 업체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무작위 검사를 진행함.
∙ 씨앗은 검사를 하지 않는지?
- 국립종자원에서 품질관리는 하지만 농약 잔류 검사만을 중심으론 하지는 않음.
∙ 농산물 폐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주는지?
- 이 부분은 농가가 부담함. 하지만 강산, 중금속 오염에 관련해선 지자체에서 수매 후 폐기함.
∙ 농가의 농산물 생산과 관련한 교육이 따로 있는지?
- 농촌진흥청에서 농한기에 품목별 그리고 적정한 농약 및 비료 투입과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함(의무는
아님).

농림축산
검역본부

∙ 국립농림축산검역본부 조직 소개
- 국립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는 4개과로 구성되며 국제공항, 항만 쪽에 지역본부가 있음
- 국립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약 9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식물검역부에는 약 360명이 근무하고 있음.
∙ 국립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할
- 식물검역은 국제적으로 SPS 협정을 통해서 식물검역 기준을 협약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국내
식물검역 법령을 만들었음.
- 수입 검역 대상 중 식물 검역의 경우 모든 종류의 식물이 검역 대상이며 병해충이 없을 정도로 가공된
제품은 제외하고 있음.
- 과실채소는 원천수입금지품목으로 신선 과실류 및 오이, 멜론 등 열매 맺는 채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출
국에서 병해충관리방안을 제시하면 평가절차를 거쳐 조건부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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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장 위험한 해충은 과실파리류
∙ 수입금지 과실류 수입가능검사절차
- 수입허가 절차는 3가지로 과학적인 목적 혹인 국제전시가 목적일 경우 수출 금지 품목도 특별 허가 가능
1) 수출국에서 수입을 요청
2) IRA(Import Risk Analysis) 8단계(국제기준은 3단계)
3) 조건부 허가
∙ 한국 과일 및 채소류 수출현황
- 현재 한국은 수입국으로 과실채소류 수출량은 미비하며 점점 감소하는 추세, 채소류는 수출량이 증가하
는 추세
- 약 67만톤 생산되는 온주밀감(주산지-제주도)이 한국 최대 생산 품목
- 약 58만톤 생산되는 사과가 두 번째 생산품목이며 수출량이 많은 품목은 파프리카 등 주로 온대성 과실임.
∙ 한국농산물 수입 현황
- 수입은 곡류수입 지속적 증가, 대부분이 동물사료 원료임.
- 목재류 또한 꾸준히 수입되고 있고 종묘류 수입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잇음.
- WTO 창설 이후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면서 2004년 칠레 FTA 협상 이후 수입 과실류가 급격하게 증가
- 가장 많이 수입되는 과일은 바나나이고 두 번째로 오렌지가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파인애플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
∙ 수입과실에 의한 병해충 유입 사례
- 금지 병해충이 검역현장 발견된 적이 있으며 국내에서 해당 금지 병해충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국제무역을 통한 유입 이외 차량이나 컨테이너, 바람에 의한 병해충 발생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대상 농산물의 대상 병해충 감염 여부만을 검역하고 있음.
∙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견학
-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해충을 보관하고 병해충분류동정기술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 병해충 분류동정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검출 해충 표본 분석 실시 후 식물검역표본실에서 연구보관하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병해충동정출판물 정기 발간
∙ 격리재배온실 견학
- 묘목류의 경우 단기적으로 검사 및 확인이 어려우므로 격리재배를 통한 검역실시
- 종묘검역을 위한 망실로 이루어진 12개의 온실 시설이 존재
- 재배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을 관찰해야하므로 규제농약만을 사용함.
- 병해충발생시 온실 내 묘목 전면 폐기 조치해야함.
- 격리재배시설은 본부 이외에 남/북으로 2개 시설이 존재하며 1차 검역 실시 후 2차로 검역본부에서 실시
<Q&A>
∙ 수입에 따른 병해충 유입 사례가 있는지?
- 경로는 불확실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 농림축산 수입에 따른 병해충 유입과 관련
하여선 컨테이너, 차량, 심지어 바람을 통해서도 병해충이 유입되기 때문에 유입 가능성을 항상 존재함.

나주 배 원예협동조합

∙ 나주의 배 재배여건
- 입지여건: 모든 생활권이 광주와 인접하며 KTX, 호남선, 서해안, 호남 고속도로 등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
- 나주지역은 연평균 기온이 14도이며 강우량이 적당하고 배 송숙기에 일조량이 많아 배 재배의 최적지임.
토질 역시 배재배에 적합하고 유기물 함량이 많음.
- 주요 취급품목은 배, 감, 복숭아, 수박, 방울토마토, 채소류 등임.
- 배 재배지의 면적은 2,440ha이며 생산량은 70,000톤임.
∙ 나주배원예농협 일반현황
- 관할지역: 나주시, 강진군,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장흥군, 함평군, 화순군, 해남군
- 1922년도에 설립하였으며 1963년에 농협중앙회에 가입하였음. 조합원 수는 2,440명임.
∙ 나주배원예농협 주요 사업
- 주요 사업으로는 신용사업, 경제사업, 보험, 교육지원사업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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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배꽃가루 채취센터 운영, 배꽃가루 화분은행 운영, 긴급정보시스템 운영, 현장
순회기술 지도 및 컨설팅 실시, 토양분석실 운영, 인력지원센터 운영, 조합원 건강검진 및 병원의료비
지원, 나주배 소식지, 원예지, 농약혼용표, 처방전 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협동조합의 개념
- 기본 개념: 농협이란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 향상으로 고소득 복지 농촌을 건설
하고자 농민들이 모여 출자한 생산자 단체임. 이러한 농협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득을 돕고자 그와 관련
된 사업을 하고 조합원의 뜻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 그 해의 순이익이 발생하면 출자한 조합원에게
배당하게 됨.
- 농협조합원의 자격: 각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해당 조합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해야 함. 여기서 농업인이란 농작물을
1,000m2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되는 사람 등을 가리킴.
- 농협조합원의 혜택 및 출자금 납입: 농협이사회의 가입 승낙을 받은 후 100만 원~ 5,000만 원 한도
내에 출자금을 내게 되면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주어지게 됨.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농협은 생
산, 유통, 가공, 소비, 금융 등 여러 가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하여 수익이 생기게 되면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출자 배당을 하게 됨. 농협조합원이 되는 출자 배당뿐만 아니라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구매나 재배 물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주며, 이렇게 사용한 금액을 일정 부분 적립되어 이용고로 배당이
됨. 개별 소량으로 출하하던 농산물을 공동 선별하여 출하하거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하여
전국에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각종 정부자금 대출 시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되며, 농협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됨. 이 밖에도 농협에서 지원하는 농기계은
행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명절에는 조합원들에게 선물도 지급되고 있음.
<Q&A>
∙ 협동조합에서 다른 업체(마트 등)과 계약을 한 경우, 농가에서 생산에 있어 해당 농산품을 생산해내지 못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생산을 더 해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계약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품을 생산한 경우는 위약금을 내며, 과잉생산한 경우는 공판장 혹은 다른 거래
처로 판매됨.
∙ 배 수분과 관련한 질문
- 기후 변화 혹은 자연적으로 벌 개체수가 감소하여 배 수분은 인력이 투입됨. 또한 특정 배 품종은 꽃가루
가 없어 벌에 의해 수분이 되지 않음. 배 생산과 관련해서는 지도사가 각 현장별로 계절(시기에 맞는)마
다 작과 기술, 병충해 방제, 적과 등의 교육을 시키고 있음.
∙ 흑성병이란
- 줄기 또는 열매에 엷은 흑색의 얼룩무늬가 생기는 병
∙ 품질 미달 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배 가공처에 판매됨.
∙ 협동조합에서는 이러한 가공시설이 없는지?
- 기계 등 설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 배 가공을 함.
∙ 2016년 평균 배 생산 비용을 알 수 있는지?
- 배 생산 비용은 재배면적에 따라 다른데, 1ha 이상의 경우는 수익의 50%, 1ha는 40%, 1ha 미만의
경우는 30%로 (예상과 다르게)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생산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음.
∙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지?
- 직불금을 받음. 직불금에는 품목에 따라 다양한 직불금을 받는데, 배의 경우 과수 직불금(1ha 당 50만원
정도)과 친환경 직불금을 받음.
∙ 농업지도사들에게서 신종자, 신기술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를 받을 시에 비용을 지불하는지? 그리고 농촌
진흥청, 연구소, 대학과 함께 이러한 정보 연결망이 세워져있는지?
- 새로운 정보 적용에 따른 비용은 없음. 농업지도사들은 신종자, 신기술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농촌진흥청, 연구소, 대학들에서 교육을 받아 전파함.
∙ 배 수확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8월 중순에서 10월 초순까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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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이 내는 세금이 있는지?
- 법인세 등 기본적인 세금은 내지만 전기세의 경우 농가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전기
가 잡혀 전기세는 굉장히 저렴한 편임.
∙ 협동조합이 아닌 농가들이 내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 재산세, 토지세 등과 같은 기본적인 세금을 다 내야함. 면제는 없음. 다만, 농자재 구입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음.
∙ 배 재배면적과 몇 그루가 있는지?
- 1,500 ha, 400 그루
∙ 포장 관련
- for usa라는 포장지의 의미는 미국 수출을 위한 것임.
∙ 과실 하나의 무게가 얼마정도 되는지?
-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배 15kg 한 박스에 20~30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됨.
∙ 낙과율이 얼만큼 되는지?
- 전체에서 10%정도 임.
∙ 5. 소득 관련
- 배 생산에 있어서 전체 조수익이 8,000만 원이라면 생산비는 약 3,000만 원, 순수익은 5,000만 원
정도임. 이 외에 멜론, 축산, 농외수익 등 여러 가지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 수출 관련
- 외국 수출에 있어서 계약은 협동조합이 체결하고 농가는 생산에만 관여함.
∙ 우즈베키스탄 농업 관리직들에게 전하는 말
-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르게 가격의 등락이 심함. 이에 따라 하나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위험도가 클 수
있음. 따라서 여러 작물에 다중으로 교토삼굴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함.

배 생산농가

3)

◦

토론 및

Action Plan

(Action Plan

수립 내용

내용 요약)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지역의 체리 생산 업체

운영 및 운영체계, 유통 업체 운영 및 운영체계, 검역 체계 파악 등을 토대
로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

-

사마르칸트 체리 생산 (소규모 농가, 대규모 업체) 현황 진단

-

사마르칸트 체리 포장 및 운송, 저장, 보관 등 유통 현황 진단

-

체리 검역 부문 문제점 진단

이대섭 박사)

(

Action Plan

발표 중에 우즈베키스탄의 소규모 농가 생산을

문제라고 하였는데, 그 부분 보다는 운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체리
수출과 관련하여, 고품질의 경쟁력이 있는 체리를 중심으로 생산 및 관리

66

집중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의 경우, 소규모 생산자가 모여 협동조합을 구성함. 우즈베키
스탄도 이러한 협동조합의 구축을 위해선 정부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에는 작목반(같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민들끼리 구
성하며, 농사에 필요한 자재의 구입이나 생산물의 판매와 같은 유통 부
문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농민들이 만든 조직)이라는 형식의 조직이 있
는데, 이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체리 수출의 경우, 소비자가 누구냐에 따라 품질관리가 달라져야 하는데
만약 소비자를 한국으로 잡았을 시, 한국 소비 시장 공량 전략을 세우고
한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선별된 품종을 생산하여야 함.

◦

김종선 박사) 발표에서 얘기한 문제점부터 제안까지 상당히 일반적이 내용

(

이었음. 이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임. 따라서 우즈베키스탄만
의 문제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얘기해줄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서 발표에서 저장 및 팩킹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
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함.

-

또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주정부, 지방정부, 농업인까지의
제안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역할의 정리가 명확히 되어야

Action

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임.

Plan

◦

지성태 박사) 우즈베키스탄의 체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격적인 측면에서

(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 검역 문제로 수출이 금지된 경험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검역 문제에 신경을 상당히 써야 할 것임. 또한
우리나라의 우즈베키스탄 체리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소비자 선호
도 파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 체리를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시에 관세율

FTA

를 적용받지 않음. 하지만 우즈베키스탄과는

24%

체결과 동
FTA

관계

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일 것임. 따라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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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품질개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노력해야함.
-

우리나라에 체리를 수출하는 나라들 중 미국은

월 사이에 수출하며,

5~8

뉴질랜드는 겨율촐에 수출하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미국과 마찬가지고 수
확시기가

5~6

월으로 시기적으로 겹침.이를 피하기 위해 하우스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임. 또한 우리나라에서
하우스 기술과 관련하여

ODA

를 활용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함.

□ 모니터링 결과
1)

○

강의
KAPEX

초청연수의 강의 구성 시, 전체 강의시간의

명에 배분하였으며, 나머지 시간을

이상을 강의자의 설

2/3

로 진행하였음. 그러나 연수자들이

Q&A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질의응답을 더 선호하였으며, 강의자와 주제 관련 토
론형식으로 진행할 때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음.

→ 향후 연수프로그램의 강의 구성 시

,

사전에 대상국 측 연수담당자와 어

떤 방식의 강의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수요 파악을 고려해볼 수 있음.
또한 한국측 강의자와 이 수요를 공유하고 내용 전달과 토론 진행에 적
절한 시간을 할애하고 강의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상국 참가자와 한국측 강의자의 연수 주제 관련 양국의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Country Report

발표”를 더 강화하여야 함.

를 연수 초반부에 배치하여 강의자가

- “Country Report”

Country Report

발표에 참여하고 대상국의 현황에 대해서 강의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KAPEX

연수의 경우, 대상국의 주제 관련 한국의 농정경

험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국 현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연수주제 관련 분야의 현황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하여 발표
하여 연수 시작 전에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강의자가

Country Report

발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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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으로부터
2)

Country Report

자료를 받아서 강의자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현장학습

○ 현장학습의 경우 연수 구성에 앞서 우즈벡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수요조사
,

,

결과에 따라 현장방문 기관을 선정하였음. 그 결과, 연수평가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강의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음.

→ 향후 연수프로그램 구성 시

,

연수참여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대상국과

논의하여 현장학습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장학습 역시 질의응답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평가가 있었음
→ 현장방문기관 측과 조율 시에 먼저 기관측 강의 설명 기관견학 등 구

.

(

,

)

성을 논의하고, 사전에 받은 관련 자료들을 대상국에 공유해야 함.

→ 또한 대상국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

관련 질문들을 취합하고 정리

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사업담당자는 관련 질문 목록을 현장
방문기관과 공유하여 심도있는 현장학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3)

통역

○ 우즈베키스탄

ODA

사업 및 검역 관련 사업 통역 경험 및 연수 주제관련

사전지식이 있는 통역사를 고용하였기 때문에 원활한 통역이 이루어졌으
며, 연수생과 강의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음.

○

또한 사전에 강의자료와 현장방문 관련 자료를 공유하였기 때문에 강의와
현장학습 내용에 대한 충분히 숙지하고 통역을 할 수 있었음.

→ 농업분야의 용어들이 다소 생소하고 또 전문적이기 때문에 향후 통역
사 활용 시에는 사업담당자가 강의, 현장학습과 현장방문기관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전달하여 통역 전에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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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개선점 및 특이사항

○ 앞서 말한바와 같이

를 발표하고 사전에 대상국의 주제 관

“Country Report”

련 현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한국측 사업담당자와 강의자뿐만 아
니라 연수참여자들에게도 연수 주제에 대한 이해와 향후 액션플랜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예를 들어, 이번 우즈베키스탄 연수의 경우, 체리 가치사슬과 관련된 여러
세부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수를 참여하였음. 각자의 세부분야에 대해서
는 잘 알고 있으나 유관 분야에 대한 현황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Action Plan

수립 시에 주제선정과 주제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이는 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연수 초반에

를 발표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이해

Country Report

도를 높이며, 연수를 통해 어떠한 부분에 대한

을 수립할 것

Action Plan

인지에 대한 토론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Action Plan
-

수립을 위한 토론시간을 더욱 늘리는 것이 필요함.

예룰 들어, 매일 오후(4시-6시)에 토론시간을 배정하는 등

Action Plan

수

립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연수일정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1.2.5. 현지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농정성과 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국 협력부처 관계자의 공동
연구 중간보고 및 검토. 향후 연구추진 방향 논의

2)

기간

:

2017. 9. 5(화) ~ 9.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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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결과
1)

교과목별 연수 내용

□ 최지현 명예선임연구위원
○ 한국의 농산물 유통 시스템과 관련해서 한국 내 농산물 도매시장

(32

개소)

을 통한 수직계열화 유통시스템을 소개하고, 계약재배, 단지 생산, 수확 후
관리, 농민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협동조합 시스템이 우즈
벡에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
현재 우즈벡은

-

0.2ha

미만의 소농(Dehkan

계를 유지하고 있으나(전체 농산물 생산의

farm)

위주의 농산물 생산 체

60%), 10

년 전부터 정부지원

으로 대규모 기업농 육성 정책이 진행 중이며, 기업농(합자회사)을 통한
계약 재배 및 유통(수출포함)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지성태 부연구위원
○ 한국에서 체리는

416

톤/ha),

6

kg

당

농가,

183ha

8,000~17,000

면적에서 년

800

톤을 생산하며(생산성

원에서 거래되며, 자급률은

5%

내외인 점을

소개하고, 우즈베키스탄 체리 단가는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 체리 단가의
1/3

인 점을 강조하면서 우즈벡 체리 수출 증대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

-

조생 만생종 재배 또는 온실재배로 수출 시기를 조절하여 경쟁회피

-

한국 소비자의 선호도 파악 후 적합한 품종 생산, 수출

-

맛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최우선 적으로 신선도 향상

□ 이종호 연구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한국의 식물검역 정책과 관련해서
(

)
,

우리 검역본부 조직 및 수입, 수출, 예찰

방제 분야별 업무를 소개하고, 우즈베키스탄 체리의 한국 수출 관련 협상현황
및 식물위생조건과 미국 등 다른 나라산 체리의 한국 수출 요건을 소개함.
-

아울러 우즈벡 체리의 수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코드린나방 등 주요
해충의 발생분포 조사를 통한 무발생지역 설정 등 지역화 방안, 수냉처
리(hydrocooling) 및 저온에서의 메칠브로마이드 훈증 기준 설정 등 약해
방지 방안 연구 등이 필요함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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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현지워크숍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우즈베키스탄의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의 활동 및 사업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2)

일시

: 2017. 9. 8

3)

장소

: Grand Mir

4)

참가 인원

:

약

50

ODA

제안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논의

호텔, 타슈켄트
명(우즈베키스탄 농업수자원부, 원예과학연구소 등 농업

분야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연구원)

□ 주요 내용
○ 우즈벡측의 공동연구 결과 우즈벡 체리 생산지역 중 사마르칸트 주가 가장
,

열악한 조건임을 제시하고, 소농위주의 생산체계 속에서 가치를 더할 수 있
는 방법이 필요함을 제시(Dr.
-

사마르칸트는

Boris)

의 체리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우즈베키

898ha

스탄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총
페르가나 주가 1위임.
중은 타슈켄트
(12.5%)
(0.5%)
-

2016

의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

4,300ha

년 기준으로 수출량 중 지역별로 차지하는 비

위(28.8%), 그 다음으로 페르가나(8.6%), 사마르칸트

1

순이며, 수출 상대국은 카자흐스탄(80.6%), 러시아(18.7%), 한국

및 기타 국가(0.2%) 순임.

사마르칸트 주 내에서는

Tailak

지역이 사마르칸트 주 수출 체리의

를 수출하고 있어 매우 작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많았으

61.9%

며,

Urgut

에서는

를 수출, 수출가격은

15.9%

8.2USD/kg,

내수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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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USD/kg
-

임.

현행 사마르칸트 주의 소농위주 체리 생산 시스템은 생산에만 집중할 뿐,
수확 이후 관리(유통포함)에 전념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기업농에
비해 소농의 생산성이 더 높게 분석됨.

-

따라서 정부의 지원 하에 합자회사와 같은 농업회사를 육성하고, 해당
농업회사에서 소농을 조직화하여 공동투자를 통해 균일한 품질과 규격
의 체리를 계약 재배하여 수매함과 동시에, 수확 후 공동 관리 시설 및
설비에 투자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

1.3. 콜롬비아
1.3.1. 사업주제

◦ 콜롬비아 소규모 우유생산자 조직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보 및 식
량안보 강화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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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분야 선정을 위한 수요 파악을 통해 공동조사 국내 초청연수 정책협의
,

워크숍 개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등의 방식 및 일정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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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KAPEX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프로그램 정책협의서 수정

보완 및 사업실시를 위한 계약 체결

◦ 장기연수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소개 및 질의응답
2)

기간

3)

대상기관

4)

세부 내용

◦

: 2017. 3. 5. ~ 3. 10.

:

콜롬비아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년 농식품부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농정성과 확

2017

산사업 대상국인 콜롬비아(꾼디나마르까 주정부) 관계 기관과의 관련 약정
내용 수정 및 협의의사록 체결

◦ 세부분야 선정에 따른 공동조사 연구진 구축 방안 및 일정 협의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추진단 구성에 관한 협의와 초청연수

,

장기

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수립 및 방식과 일정 협의

1.3.3. 공동조사

□ 주요내용
1)

주제: 콜롬비아 꾼디나마르까 주 우바떼 시의 소규모 우유생산자 조직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보 및 식량영양안보 강화

2)

기간

: 2017. 5. 10 ~ 2017.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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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차 공동조사

: 2017. 5. 14. ~ 2017. 5. 20.

◦ 콜롬비아 꾼디나마르까 지역의 소규모 우유 생산 농가 및 조합 생산

,

조직

운영 현황, 가공시설 구비 현황 등 파악을 위한 현지 조사 실시
-

공동연구 대상지역 우바떼(Ubate) 시의 소규모 농가 및 생산조합의 우유
생산 현황, 낙농제품 가공, 유통, 판매 현황 파악

○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연구대상지역 우유 생산농가 및 조합의 식량안보 상황과 낙농업 생산여
건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 추진(설문 및 면담 조사 실시)

○ 한국 측 전문가와 콜롬비아 공동연구 참여전문가 간 연구협의회 실시
정책협의(’17년 3월 실시)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꾼디나마르까 주

- KAPEX

소규모 농가 식량 및 영양안보와 낙농업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
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구성된 양국 공동조사단의 역할 분담
-

보고서 목차 및 연구 내용, 방법, 조사계획 확정

- 2

차 공동조사 전까지 완료할 조사 내용 및 일정 협의

-

현지 워크숍(8월 개최 예정) 구성 및 주요 발표내용 논의

-

향후 공동조사 결과물 활용방안 논의

가.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
□ 주요 회의 내용
◦ 꾼디나마르까 주정부 및 콜롬비아 국립대 연구진 소개
농업국 자문관, 동물 및 축산업 관리),

- Marcela, Jorge(

자문관, 식품 위생 담당),
자문관),

Sara(

수의사, 농업국

Fabio(

영양학자, 식량영양안보 담당, 보건국

Angela(

국립대 교수, 식량영양안보연구실, 꾼디나마르까 주정부와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사회과학 전공, 국립대 연구진, 공동조사),
농업 지속가능성, 식량안보 등 관련 기술진, 우유 생산, 농촌개발,

Jennifer(

75

현장 지도 관여),
현장조사연구),

국립대 교수, 식량안보연구실 식품영양학 전공,

Marcela(

공공정책, 식량영양안보연구실, 장기연수 참여),

Fabian(

기술진, 식품안전 석사과정, 장기연수 참여),

농업국

Fernando(

낙농업 관련 관리자, 마케팅, 가축 관리),

Frain Forero(

농업국 법률자문관,

Luz Mila(

경영 전공)

◦ 꾼디나마르까 주 현황
개 주(province),

- 15

개 주가 하위

15

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바떼

116

는 낙농업 생산 가장 활발함.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며 꾼디나

(Ubate)

마르까가 우유 생산이 가장 활발한 5개 주 중 하나임.
-

농업농촌개발국 구성: 농촌경쟁력 및 생산과, 농촌개발 및 생산 관련 법
령 관리과, 농축산업 기획조정실, 혁신 및 기술이전 사무소

-

농업국 프로그램: <농축산업 부문 경쟁력 개발>(농축산업 생산성, 농축
산업 재정회계, 경쟁력 등)

&

<

농촌종합개발>(농지 접근성, 토지분배,

성평등, 농촌경제, 식량영양안보, 농축산업 위험관리, 수확손실 및 기후
변화 위험 보존 노력)
-

생산가치사슬 프로그램: 낙농 및 축산, 농기계, 사탕수수, 고무 재배 및 생산,
감자(소농 위주 생산, 3가지 기후대), 채소 및 과일(소농 재배, 한대, 온대,
열대로 나뉨), 커피(커피생산에만 특화한 지역이 있음, 스페셜티 커피 생산,
수출도 겸함,

FEDECAFE

등의 국가 생산조합과 연계하여 꾼디나마르까

주만의 커피관리위원회가 있음), 카카오(생산량 증대, 삶의 질 향상, 소규
모 농가 조합, 국내소비시장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도 확대할 노력)
-

농업관련 프로그램 달성을 위한 활동: 농기업활동 강화, 지역 및 국내시
장에서의 생산물 포지셔닝, 재배작물의 생산성 향상, 농업생산물의 품질
관리, 농민 삶의 질 향상, 생산조합 조직력 및 경쟁력 강화

-

농축산업 재정지원 프로젝트: 토지뿐만 아니라 농자재 구매를 위한 자금
필요. 소농에게 보조금, 지원금 제공,
하고 융자로 성과 있을 경우,

20%

40%

를 국가에서 대신 상환하기도

인센티브 제공하기도 함. 원금의

60%

76

만 농민이 상환함.
-

기술이전 프로젝트: 각 시/군에 농업지도사가 있음. 2만 4천여 중소농이
수혜자임.

-

라는 농업지도조직의 운영능력 강화

UMATA

무장충돌 희생자 지원 프로젝트(생산 활동): 거주지에 따라 구성해서 지
원할 방법을 찾고 있음.

-

지리정보 및 농축산업 통계시스템 프로젝트: 농축산업 기획조정실에서
통계자료 수집 후 시스템화

-

위험관리 프로젝트: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피해(가뭄, 홍수 등 재난) 최소
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

낙농(축산)업: 여름철, 트랙터 등 각 시군구에 보급, 위생관리 키트 제공,
소규모 농가가 우유 품질 높일 수 있도록 함. 소규모 축산농가 조합 단위
에서 우유냉각 가능하게 하여 납유단가 높일 수 있게 함.

-

식량안보 프로젝트: 우유 단백질 등 영양 성분 높음. 소규모 농가가 생산

→ 식량영양안보 개선

단가를 낮추어서 농가소득 증대

.

리터당

페소

700

이하면 손해발생)에 거래됨. 현재의 경우, 생산하는 우유는 모두 회사에

(

납유하고 정작 농가에서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생산성 증
대를 통하여 이러한 식량안보 취약 부분을 개선코자 함.
-

식량안보 위원회 운영(주정부): 시민조직도 참여하고 국립대 연구진이
조사 지원하여 공공정책 형성 및 결정. 보건부에서도 관여. 국가 차원에
서도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정부 단위의 위원회도 운영되고 있음.

◦ 국립대 연구실 현황 및 성과와 식량영양안보 관련 연구사항
- 10

개 지역 이상에서 본 대학이 활동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인구조사,

농업통계 등의 자료 접근성 높음.
-

12

년 전 설립. 국가 차원의 조사 시행

연구팀은 교수진, 학생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그룹과도 협업하여 일하는
것을 선호함. 지역 연구를 위하여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우 많음. “사
회적 지원 그룹” 존재함. 콜롬비아에는
가 있음. 본 연구실 높은 평가 받음.

라는 연구관리위원회

Colciencia

77

-

소규모 농가와 일하는 현장 연구 중점적으로 수행함. 농가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함. 자급 가능한 농축산식품 생산 프로젝트 진행함.

○ 공동연구 착수보고
-

콜롬비아는
주(10개 시

개 주(department)와

32

시로 구성되어 있음. 그 중 우바떼

116

로 구성됨)가 조사대상지역임.

Municipios

년

2015

만 리터의

130

우유 생산함.
-

유전적인 부분 때문에 가축 대량 소실됨. 해당 지역의 생산량 복원하고자
본 연구를 제안함. 소농의 삶의 질 향상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함

-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된 우유의

-

금번 조사일정에서

55%

가 비공식마켓에서 거래됨.

와 2개 집유 농가를 방문할 예정임.

Alpina

○ 공동연구의 배경
-

농가조직 조직력이나 상품화 및 합법화 역량이 부족하여 유제품 수출시
장에까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임.

-

생산성과 품질 높이는데 주력하기를 원함. 모범사례 수입원 증대, 삶의
질 향상, 슈퍼마켓 형성 등의 프로젝트를 구상 중임.

-

우바떼 지방
에는

50

개 조합 존재하며 조합들의 평균 일일 우유생산량이

52

리터였던 것에서 홍수 피해 등을 겪으며

2016

년에는

68

년

2002

리터를

기록함.
-

연구 구성요소:

(1)

농축산업 훈련학교: 조직력 강화하여 다른 회사와의

협상 가능성 타진, 품질 및 기술이전 대규모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함.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서는 지역별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학교
위치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구성 등을 제안할 예정,
(3)
-

(2)

낙농업 기술이전,

우바떼 주와의 연계 강화

연구결과물:

(1)

농가 우유 생산현황: 농가설문조사,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함,
survey sample

(2)

농업지도법 정보 분석, 생산프로젝트 영향 분석:

정하는 것은 현장조사와 공식 보고서 등을 통하여 진행,

78

(3)

농가 식량 및 영양 안보 강화 대책 기획: 후속연계사업(스케일 업) 시

행방안과 모델 결정

나. 우바떼 소규모 축산농가 및 조합 방문
□ 주요 회의 내용
○ 콜롬비아농축산식품검역원 우바떼 지역사무소와 가축질병관리 체계
ICA(
-

)

해당 지역사무소는 가축위생시험소의 역할을 담당함. 브루셀라, 결핵,
E-coli

등 주요 가축질병과 위생을 관리함. 가축 질병 관련 연구를 주 정

부와 협력하여 진행함.
-

가축 질병 관리가 우수한 농가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업무도 담당

-

농장 간 가축 이동 시에 질병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각 농가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ICA

우바떼 사무소 내의 실험실로 가져와

검사를 실시
-

콜롬비아의 농업농촌개발부(MADR)와 협력하여 구제역 백신을 보급하고
접종 실시

-

농가에서 착유한 우유의 위생검사 뿐만 아니라 품질검사를 통한 등급제도
시행을 검토 중임. 농업농촌개발부(MADR)에서 시행 검토하여 결정함.

-

농가에서 의심축이 나타나면 농가는
있음.

ICA

ICA

지역사무소에 보고하도록 되어

는 콜롬비아 정부 지정 공식 질병을 집중 관리함. 공식 관리대

상 질병일 경우, 의심축 발생 보고는 농가의 법적의무임. 질병 증세 보고
체계는 아직 전산화되어 있지는 않고, 사무소 관할 지역의 각 농가가
사무소로 방문하여 가이드라인을 직접 받아감.

ICA
-

콜롬비아의 축산 이력제는 당초 SINIGAN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시행되
었으나 현재는

○ 농업지도조직
-

가

ICA

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시행

“IDENTIFICA(Identify)”

와 콜롬비아 농업지도 체계

UMATA

군별 농업지도조직인

UMATA(Municipal Agricultural Technical Assistance

의 우바떼 시 조직은 약 1년 전 설립됨.

Unit)

79

-

소규모 농가에 트랙터, 사료 등 농자재와 농기계를 보급함.
년 보고타와 꾼디나마르까 주 일대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여 지면

- 2012
2m

까지 물이 차올라 농가가 겪은 피해가 막대하였음. 엘니뇨와 결부된

가뭄과 홍수가 축산농가의 조사료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듦.
-

현재 귀리 밭을 형성, 재배된 귀리를 섞어 조사료 영양분을 강화하여 농
가에 보급함. 지역 내에서 귀리를 조사료 원료로 쓰기 위해 생산하고 있
으며, 우바떼 주 전체

10

개 시/군에 귀리를 섞은 조사료를 보급할 만큼

다량 저장하여둠.
-

귀리를 조사료에 섞는 것의 장점은 가격이 비싸지 않고 농업지도조직
(UMATA)

이나 조합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임. 이

전에는 사탕수수를 조사료에 섞어 공급하였으나 사탕수수에 해충이 발
생하여 전염을 일으켜 조사료 위생 및 품질과 생산량에 악영향을 줌.
는 현재 농가 기술이전(지원)을 실시하고 지역 협동조합 중 6개

- UMATA

조합에는 거름과 토지를 지원함.
-

비닐하우스에서 다양한 종류의 과채작물을 재배하여 도시농업과 학교농
업실시지역에 종자를 보급하기도 함.
라는 민간 농업컨설팅회사와 협력하여

- ‘EPSAGRO’

가 농가 기

UMATA

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농업지도사
를 고용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정부나 농업농촌
개발부에 지원을 요청함.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농업지도사가 충분히 고용되고 농업지도체계가 활발
히 작동하는 곳은 많지 않음.)

○ 우바떼 주 에스페란사

(Esperanza)

-

생산조합

냉각탱크(1.6톤 용량)와 기본적인 위생 및 품질 검사(산도, 가수비율 등)
설비를 갖추고 있음(알코올 등 기본적인 검사물질로 산도를 체크하여 우
유가 상하였는지 확인 가능함).

-

기본 품질검사는 각 농가가 우유를 가져올 때마다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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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로부터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 집유하며 유가공업체가 집유차로 하루에
한 번 조합을 방문하여 우유 품질 검사를 재실시한 후 우유를 가져감. 유가
공업체가 컵에 우유를 받아 검사 후 집유 기준에 맞으면 납유 가능.

-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는

마리이지만 겨울에는 조사료가 충분하지 않아,

3~5

착유두수가 상당히 줄거나 없음(300만 페소에 구입한 소를

만 페소에

30

판매하기도 함).
-

에스페란사 조합 농가 수는 총
농가로 줄어들었고, 예전에는

개였으나 현재 납유 가능한 농가는

38

에 달했던 하루 집유량이 최근

800L

개

15

300-450L

로 줄었음.
-

요거트나 치즈 가공은 현재 필요한 장비가 없어 가공 및 판매 불가하며
민트 잎과 과일즙을 활용하여 간단한 푸딩을 만들어 조합 내에서만 소비

-

본래 치즈 생산에 특화하여 농가수익 증대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상품등
록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하고 상품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생 및
품질 기준 달성에 필요한 가공설비가 부재하여 현재 유가공제품 상품화
계획은 중단된 상태임.

-

가공한 치즈나 요거트의 시장 판매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2,000

라는 기관으로부터의 인증이 필요함. 제품라인 당

INVIMA

달러의 인증비용이 발생하며 다양한 맛의 요거트는 개별 제품인증

을 받아야 함. 대다수의 소규모 조합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움..
-

원유가격(유대)는 주로 중간상인이나 조합에서 바로 집유해 가는 유가공
업체가 결정하며 조합은 가격수용자임. 우유 외의 유가공 제품을 시장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조합으로부터 집유하는 중간상인이나 대규모 유가공
회사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도 요거트나 치즈를 가공
하여 조합이 바로 판매하고자 하는 이유임.

○ 우바떼 아그로까야

(Agrocalla)

생산조합

톤 용량의 냉각탱크와 산도, 우유성분, 농도(가수비율) 등 에스페란사

- 1.1

조합과 같이 기본적인 검사가 가능한 시설(실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조사

81

료와 귀리종자, 레이그라스 등 조사료 원료 보관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둠.
-

본 생산조합에는
1~2

-

16

개 농가가 조합이 있으며 농가당 사육두수는 평균

마리임. 조합이 하루에 집유하는 우유의 양은

소규모의 우유생산조합이 불과 몇

km

리터 가량

540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며 개별

운영되고 있음. 유가공업체나 중간상인을 상대하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
하여 여러 소규모 조합을 통합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
는 주요 이유는, 세분화된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콜롬비아에서 농민들은
자신이 속한 읍/면의 조합이 아닌, 다른 읍/면의 조합과 통합하거나 다른
조합에 속하는 것을 꺼리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농가들
이 자신이 속한 읍/면 단위 소속감을 강하게 느낌.
-

그럼에도 불구하고

FEDELAC, FEDECUN

등 소규모 읍/면 단위 조합

을 묶어 연합(‘federation’)으로 구성하여 운영효율화나 협

(‘association’)

상력 증대를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
-

농가가 우유생산보다는 육류 판매 수익에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홀스타인(Holstein)보다는 노르만도(Normando) 종을 선호하여 노르만다
종을 많이 키우고 있음.

-

홀스타인이 우유생산에 특히 좋은 품종이기는 하지만 고기 맛과 질이 나쁘지
않아, 육류 생산을 염두에 두고 홀스타인을 길러도 무방함(전문가 의견).

-

가축들이 초지에 방목되어 있으며 착유 시 농민이 초지로 들어가 착유
전후로 젖을 소독한 후 손으로 직접 짜는 방식을 취함.

-

목장이 크고 우유 냉각탱크가 있는 조합사무실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
착유한 시유를 운반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힘이 들지만 관례대로 축사를
짓거나 착유 후 이동을 수월하게 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음.

-

목장들이 대부분 방대한 초지를 가졌으나 옥수수나 귀리는 재배하지 않고
있음. 축사가 없고 젖소는

100%

방목하여 키우기 때문에 옥수수나 귀리를

재배하더라도 그 재배작물을 소에게 사료로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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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차 공동조사

:

2017. 8. 25. ~ 2017. 8. 28.

□ 주요 논의 내용
○ 향후 공동협력 방안
-

주 정부에서도 본 사업의 결과를 정책화하고 프로그램으로 설계할 필요
가 있음.

2015

년 공표된 주 정부 법령

2-61

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

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주 정부 내에 공유하고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
장하거나 타 지역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음.

○ 꾼디나마르까 주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청년층 인구가 농촌에서 대거 빠져나가고 나면 농업 정책을 실현하기 어려움.

-

가족농 중심으로 영농작물을 다각화할 방안을 고심해야 함.

-

농업농촌개발부에서도 농축산업 관련 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 수여 등
여러 농촌 청년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전개함.

-

생산조합에 속한 농가들의 생산성 증대와 마을 개발 열의가 강하지만 조
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농가의 비중은 여전히 낮음. 이에, 주
정부와 중앙정부가 작은 규모의 사업, 농가들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서부터 시행경험을 늘려가야 함.

○ 중앙 및 주 정부 농업농촌 발전 정책과 프로그램
-

정책과 협력 프로그램의 수요는 주로 각 주 정부가 지역민과 농가와 접
촉하여 파악함. 주 정부는 수요를 농업농촌개발부에 전달하며 국가기획
청(DNP,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에 예산을 요청함. 그러나 농업부문에
할당되는 예산 비중이 매우 낮음.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하여 필요한 정책
프로그램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가 국립대와 협력하여 시(municipio)마다 농민학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농가조합과 직접 면담하는 것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
민들 스스로 생산자원(토지, 자본, 노동)과 환경적, 역사적 배경, 제약, 문
제점, 개선방안을 가장 잘 파악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지역 수요에 관한

83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해로부터 정책과 프로그램이 형성되도록 지원함.
-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예산 부족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상존함. 정
책적 의지와 집행력이 중요함.
콜롬비아교육청)는 농업을 포함한 여러 섹터의 교육훈련을 기획

- SENA(

하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며

‘Fondo Emprender(

창업기금)’

라는 독립적 기금 운영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의 경영자금을 지원함.
농축산연구원)는 매년 낙농 통계자료 제공을 통하여 낙농업

- CORPOICA(

발전을 지원함.
-

콜롬비아의 주요 환금 작물(커피, 카카오 등)은 조직력과 경영능력이 높은
협회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국내외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
콜롬비아의 커피가 주요 수출품목이 되고 비교적 강한 생산자 이익집단
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90

년 간 조직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결과임.
-

낙농업을 선정한 이유는 콜롬비아의 기타 주요 작물 재배농가에 비하여
조직화 역량이 낮고 생산여건이 열악한 편이기 때문. 우유는 다른 환금
작물과 비교하여 영양학적 가치도 높고 식량자급을 위한 작물로도 가치
가 높음. 더욱이, 콜롬비아의 일일 우유 생산량은 1천 5백만 리터이고 그
중

인 3백만 리터를 꾼디나마르까 주에서 생산하고 있음.

20%

1.3.4. 초청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한국 낙농업 발전 경험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낙농업 생산성 향상과 마을
공동체 발전 경험을 콜롬비아 정부 및 연구기관 종사자,
지역 마을지도자와 공유

KAPEX

사업 대상

84

○ 국내전문가 강의

,

우수 낙농사례 현장 견학, 토론을 통하여 낙농업 진흥 정

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KAPEX

공동연구 대상지역인 콜롬비아 우바떼 시의

소규모 낙농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달성 방안을 마련
하는데 기여

2)

일시

3)

방문기관

·

총 8일, 국내 입 출국일 기준)

: 2017. 7. 16. ~ 7. 23.(

◦ 서울우유 낙농지원센터

,

충남 홍성군 홍동면(밝맑도서관, 풀무학교생협, 평

촌목장, 의료생협,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젊은협업농장), 임실치즈마을,
고창 매일유업 상하농원
참석자

4)

<표 2-11> 콜롬비아 초청연수 참석자
이름

소속 및 직위

1

Danilo Euclides Alarcon Yomayuza

까르멘 데 까루파 면 농업지도센터장

2

Jose Luis Flechas Alvarado

꾸꾸누바 면 경제·농축산업발전과장

3

Oscar Barrantes Cuevas

구아체따 면 농업지도센터장

4

Camilo Andres Lara Gomez

렝구아사께 면장

5

German Leonidas Rodriguez Albornoz

시미히까 면장

6

Oscar Eduardo Rocha Ramirez

수사 면장

7

Deisy Yamile Rodriguez Rodriguez

우바떼 군 경제환경발전과장

Bernardo Carrasco Mora

우바떼 군 농축산업진흥기술과장

Angela Cortes

꾼디나마르까 보건국 사무관

Jorge Ortega

꾼디나마르까 농업국 사무관

Fabio Lozano

꾼디나마르까 농업국 사무관

Nestor Enrique Alvarez Viñuela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농업지도국 사무관

Luis Andres Vega Varon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농업지도국 사무관

Zulma Fonseca

콜롬비아국립대 식량영양안보연구실 연구원

8

85

5)

일정
<표 2-12> 콜롬비아 초청연수 일정
날짜

세부일정

7월 16일(일)

인천공항 입국(11:05)

7월 17일(월)

입교식 / 오리엔테이션 / 강의

10:00-10:30
10:30~11:00
11:00-11:30
11:30-12:00
12:00-14:00
14:00-17:00
17:00-18:00

입교식(환영사, 답사, KAPEX 및 연수 참가자 소개) 및 사진촬영
오리엔테이션(연수과정 소개 및 액션플랜 수립 안내)
액션플랜 팀 구성 및 질의응답
현업 적용을 위한 서약서 작성
환영 오찬
[강의 1] 한국의 농업 정책(최정섭)
국별 보고서 발표

7월 18일(화)

강의 및 현장견학

9:00-12:00
12:00-13:00
13:30-14:00
14:00-16:00
16:00-17:00
17:30-18:30

[강의 2] 한국의 축산업 발전과 낙농협동조합(김정주)
점심
이동 (호텔 → 경기도 안산)
[현장견학 1] 서울우유협동조합 낙농지원센터
이동(안산 → 호텔)
액션플랜 수립 회의

7월 19일(수)

강의 및 현장견학

8:00-10:30
10:30-12:00
12:00-13:00
13:30-17:00
17:00-19:00

이동 (호텔 → 홍성)
[강의 3] 홍동면 협동조합 역사와 마을만들기(주형로)
점심
[현장견학 2] 밝맑도서관, 풀무학교생협, 평촌목장, 의료생협, 홍성유기농영농조
합법인, 젊은협업농장
이동(홍성 → 전주시 호텔)

7월 20일(목)

현장견학

8:30-10:00
10:00-11:00
11:00-11:30
11:30-12:30
12:30-14:30
14:30~16:00
16:00-17:00
17:00-18:00
18:30-19:30

이동(전주 → 임실)
[현장강의] 목장형 우유생산 및 가공 체계(서강석)
[현장견학 3] 임실치즈마을 및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중식
이동(임실 → 고창)
[현장견학 4] 고창 매일유업 상하농원
이동(고창 → 나주)
액션플랜 수립 회의
석식 후 호텔 이동

비고
코리아나 호텔

강의

경기 안산 검정소

강의
충남 홍성군 홍동면
전주 숙소

전북 임실 치즈마을

전북 고창 상하농원
연구원

7월 21일(금)

액션플랜 발표 및 수료식

연구원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7:30

액션플랜 발표
수료식 및 기념촬영
환송오찬
연수 종합평가
이동(나주 → 서울)

연구원

7월 22일(토)

한국문화체험활동(서울 종로 일대 시티투어)

서울

7월 23일(일)

출국(14:45)

서울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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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결과
1)

교과목별 연수 내용
<표 2-13> 콜롬비아 초청연수 강의 내용
교과목명 (강사명)

한국의 농업정책
(최정섭)

한국 축산업 발전과 낙농협동조합
(김정주)

교육내용
□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한국 농업 및 농촌 현황 비교
□ 한국 정치, 사회, 경제 전반의 특징
□ 한국 농업 현황
- 작물 재배면적 분포
- 농가수입
- 작물 재배와 축산업 생산 현황 비교
□ 한국 농촌 현황 및 주요 이슈
- 농촌인구 고령화
- 가족농 구조
- 농가 수 감소
- 농가 면적 확대
- 농외소득 증대
- 도농 소득 격차 확대
□ 한국 식품산업
- 주요 식단의 서구화
- 엥겔지수 감소 및 외식업 활성화
- 일인당 쌀 소비량 감소
- 곡물 자급률 저조
-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부문 무역 적자
□ 한국 농업의 향후 비전
- IT와 생명과학기술을 접목한 농업
- 농산업체 경영인으로서의 농민
- 매력적인 정주 공간으로서의 농촌 발전
- 농업, 농민, 농촌에 관한 통합적인 공공 정책 필요
□ 농업발전 주요 동력
- 리더십,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농민의 참여의지
□ 한국 축산업 및 낙농업 현황
- 농촌지역 주요 소득원으로서의 축산물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축산업 비중
- 쌀 소비 감소, 축산물 증대
-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우선순위 변화(식품안전 및 품질 최우선)
□ 한국 낙농산업 이해
- 주요 축종
- 착유한 우유 활용 선택지
- 축종별 우유성분 분석
- 시대별 낙농산업 발전 역사
- 연 평균 우유 생산량, 낙농가 수입, 젖소 가격, 박테리아 수를 기준으로 한 원유 등급 판정
결과, 우유 시장가격, 우유 수급량 등 주요 통계 자료 분석과 함의
□ 한국 낙농협동조합
- 농업 및 낙농 협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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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

대표적 사례로서의 서울우유협동조합 소개
주요 사업 영역(가공, 낙농지도, 젖소 구매, 금융, 생명공학 연구개발 등)
서울우유 판매 및 영업실적
서울우유 시장점유율

□ 홍성군 협동조합의 역사
□ 협동조합 및 마을공동체 조성의 원동력
- 교육과 삶의 경험
- 풀무학교 졸업생의 협동조합의 가치 공유와 경험 축적
□ 농촌지역 지도자 및 실천가의 형성과 역할
□ 젊은협업농장의 운영과 홍성군 귀농귀촌 현황
□ 홍성군 내 여성 및 아동의 농업 생산 활동 및 사회 참여
□ 홍성군 유기농법 적용 역사 및 현황
□ 지역 생산 농산물의 자급자족(지역 내 소비) 실태

충남 홍성군 협동조합 역사와
마을공동체(정민철)

2)

현장학습 내용
<표 2-14> 콜롬비아 초청연수 현장학습 내용
방문지

내용
□ 서울우유협동조합 역사와 발전
- 서울우유협동조합은 한국 우유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함.
- 1937년 경성우유협동조합으로 출범하였고 이후 76년 간 목장주들이 조합 주인이 되어 운

서울우유협동조합

영되어옴.
-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가 갑을 계약관계를 맺는 업체들과는 달리 조합원들이 모두 회사 주주
의 지위를 지님.
- 협동조합 방식 덕분에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속 낙농가들은 조합 지원으로 원유 품질을 극대
화하는 동시에 안정적 공급처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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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내용
- 조합은 우수한 원재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점이 있음. 판매 품질로 경쟁사
를 압도하는 원동력을 지님.
□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젖소 및 우유품질 관리
- 서울우유는 낙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 10년 간 약 4천억 원 이상을 투자함. 젖소전문지
정 수의사인 밀크마스터 50여 명의 인력을 보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젖소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고품질의 원유를 생산하도록 젖소의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에 중
점을 둠.
- 1984년 국내 처음으로 콜드체인 시스템을 완비, 전 유통과정이 냉장상태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2005년 ‘1등급 A’라는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여 국산우유의 수준을 선진국 수
준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 2009년 업계 최초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병행 표기를 통하여 일일 평균 판매량 15% 이
상 증대, 일 판매량 천만 개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둠.
□ 조합농가의 우유 생산과 낙농지도에 의한 품질 관리
- 조합 농가에서 착유한 원유는 목장 내에 설치된 처리시설에서 살균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하루 두 번 서울우유로 보내짐.
- 서울우유는 조합원이자 주주인 낙농가가 고품질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낙농기술 지도
와 현장 컨설팅을 실시.
- 낙농가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일반 우유업체에 납품하는 목장은 품질관리 비용을 농가가 자부담하는 반면, 서울우유는
전국 9개 지원센터에서 조합원 목장에 낙농지도와 각종 교육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함.
□ 수익배분 구조 및 조합낙농가 이익
- 구제역 파동으로 소를 살처분하는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조합은 낙농가에 지원금을 지급
- 구제역 파동 후 재기를 시도하는 조합원들에게 약 1억 원의 자금을 초저리로 제공하였고
방역품 무상 지원함.
□ 조합 현황 및 구조
- 조합원은 약 1900명으로 집계되며, 전국의 조합원 낙농가는 약 6000곳임.
- 조합 주요 사안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는 대의원 117명도 전원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며 경
영진과 유사한 11명의 이사진도 전문경영을 맡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신의 목장을 소유
한 조합원임.
□ 젖소 조기 임신진단검사 서비스 무상 시행
- 번식효율을 높여 조합원 목장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
- 조합목장에서 보내온 원유샘플로 조기임신진단검사(MGT)를 실시하여 유산 젖소나 공태 젖
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목장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 임신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개체별 인공수정 시기를 줄이고 번식장애가 있는 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유질 향상에도 기여
- MGT방법을 원하는 낙농조합원은 샘플링을 의뢰한 젖소의 분만일자와 수정일자를 기록하
고 다른 샘플과 별도로 채취하여 관할 낙농지원센터로 제출하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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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내용
□ 한국 농촌 고령화와 홍성군의 귀농귀촌 사례
- 한국 농촌의 고령화 진행 수준은 자못 심각하여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촌 거주인구의
생활과 문화 형성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업 활동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임.
- 농촌지역에서 자란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충남 홍성군
에는 귀농귀촌을 시도하는 청년층이 마을의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사
례가 다소 많음.
- 농업생산, 농산물 가공, 판매, 마케팅 외에도 아동교육시설, 상점, 의료시설, 목공소, 사진관
등 마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협동조합 형태의 서비스 시설이 청년층이 농촌지
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홍성군 협동조합 모델
- 홍성군의 협동조합 형태의 각종 시설과 기관은 지역 학교 교사, 청년, 농민들이 협력하여
농촌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발전되어옴.
- 풀무학교를 통하여 협동조합 정신과 실천 경험을 공유한 학생과 졸업생들이 중심축이 되어
협동, 공유, 기부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바탕이 된 홍성군의 협동조합을 발전시켜옴. 마
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고 마을에 필요한 일과 농업생산에 종사하면서 협동조
합이 자연스럽게 설립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함.

홍성 홍동면 및 장곡면 일대
협동조합(밝맑도서관, 풀무학교생협
갓골작은가게, 갓골어린이집,
중고물품가게 별품, 홍동농협,
의료생협, 평촌목장 및 요구르트
가공장, 젊은협업농장,
오누이다목적회관,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 홍성의 협동조합, 마을교육기관, 환경농업 실천 농장
○ 젊은협업농장
- 홍성 청년들이 협동조합 형태의 협업농장에서 유기농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함. 처음 3명
이 모여 시작하였으나 15명 이상의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모여 일함.
- 협업농장의 조합원들은 주로 25세에서 30세의 청년이며 약 30~40%가 여성임.
-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퇴비와 협업농장에서 직접 만든 유기농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함. 주로 쌈채소 생산에 주력함.
- 매년 약 20톤의 상추를 생산하고 케일, 브로콜리, 파슬리, 셀러리 등을 재배함.
-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층 신규 농업인에게 유기농법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농업인과 교류도
활발히 진행함.
○ 풀무학교생협(갓골작은가게)
- 풀무학교 교사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빵을 만들고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면서 풀무학교생협을 통하여 갓골작은가게에서 마을주민들에게 빵을 판매하게 됨.
- 농사지은 통밀로 빵을 굽고 마을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함.
○ 오누이권역
- 장곡면 홍동저수지를 둘러싼 도산2리, 신동리, 지정 1, 2리 마을을 오누이권역으로 설정,
4개 마을 255가구로 구성된 권역에 2013년부터 5년 간 종합개발사업을 진행 중임.
-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과 귀농 귀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속
가능 농업생산 환경 조성에 주력함.
○ 홍동밝맑도서관
- 2007년 풀무학교 개교 50돌을 맞아 학교 설립자 간 협의를 통하여 도서관 설립 계획을
확정함.
- 두밀리방에서는 어린이를 위해 책을 읽어주는 공간과 마을공동체문화공부모임을 위한 소모임
방이 마련되어 있으며, 농업 및 농촌개발 관련 서적 외에도 다양한 도서들이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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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내용
○ 홍동농협
- 지역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하여 금융사업 외에도 퇴비공장, 농자재마트, 친환경 미곡처리
장 등을 운영함.
- 2014년 로컬푸드직매장을 열어 농민의 안정적인 판매처를 공급하고 지역민의 친환경유기
농산물 판매와 소비를 도모함.

○ 평촌목장
- 평촌목장 축사관리, 먹이 공급, 유기농 사양관리 등 설명
- 인공향료, 색소, 방부제 등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고 목장에서 짠 우유를 목장 옆 가공장에
서 유기농 요구르트로 제조하여 판매함.
- 매주 6톤가량의 요구르트를 제조하고 70%는 협동조합에, 30%는 학교와 소비자에게 판매함.
- 요구르트는 리터당 5,500원에 판매하고 유기농 우유는 2,000원에 거래됨.
- 착유하는 젖소 연령은 평균 7-9세이며 한우는 매일 36리터의 우유를, 홀스타인은 24~26
리터를 생산함.
- 목장은 원유 거래가격보다 품질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유전형질과 생식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정액은 주로 캐나다와 독일에서 수입하여
오며 축사는 젖소에게 최적이라 알려진 섭씨 14~15도로 유지됨.
- 젖소에게 GMO 사료는 일절 공급하지 않고 항생제나 호르몬제도 사용하지 않음. 축사에서
살충제는 사용하지 않음.
- 가족경영 형태로 목장을 운영하여 세대 간 축산 기술과 지식의 이전이 가능하였음.
- 목장주들은 대체로 농우사료보다는 조사료가 우유품질과 젖소 건강에 더욱 좋은 것으로 파
악함. 미국, 독일, 터키, 중국에서 조사료를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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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내용
○ 홍성유기농영농조합
- 홍유는 설립된 지 12년이 되었으며 20명의 과일 및 채소 재배 농민이 설립하였음. 현재
영농조합원은 110명에 이르며 다루는 품목도 과일과채뿐 아니라, 쌀, 돼지고기, 소고기,
채소, 가공식품으로 확대됨.
- 조합은 오로지 유기농산물만 취급하며, 취급하는 농산물의 59%는 유기농 마크가 찍히고
나머지 41%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음.
- 70~80명의 생산자 중 약 20%가 쌀을, 나머지 80%가 채소를 재배함. 일정량의 채소는
연간 한 번 냉장창고에 저장되지만 잎채소는 유통업체에 판매하기 위해 매일 수확함.

□ 임실지역 치즈 브랜드 활성화와 연구소 설립 및 운영
- 1970~80년대 한국인구가 증가하면서 치즈 수요가 증가하였고 지난 10년 간 치즈 소비가
2배가량 증가함.
- 임실이 대표적인 치즈 생산지역으로 전국에 알려지기까지는 수많은 시도와 실패가 있었음.
- 지역정부(임실군청)가 “임실앤치즈”라는 지역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낙농가 판매 수익증대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됨. 농민들이 이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가의 0.3%의 로열티를 지불함.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 연구소 주요 활동
- 연구소는 임실 농민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데 주력함. 특히,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치즈 생
산을 포함한 각종 유가공 기술을 전수하며 마케팅 등 수익 창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 유제품 상품화를 돕기 위하여 각종 우유 검사와 성분분석을 실시함.
□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 임실군청은 치즈테마파크를 설립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도농교류를 확대하고 일자리
를 창출함.
- 치즈박물관이 부속시설로 마련되어 있어 도시민이나 일반 방문객에게 치즈 생산에 관한 정
보와 견학 공간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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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지

내용

매일유업 상하농원

□ 농원의 조성과 운영
- 2009년에 매일유업 임직원이 방문한 일본 모쿠모쿠팜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6차산업(농
업, 유가공, 관광산업 등 서비스) 모델의 농어촌 테마공원을 기획함.
- 6차산업 모델의 농원을 조성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하고 청정지역 고창의 자원을 활용
하여 소비자에게는 믿을 만한 안심 먹거리를, 농민에게는 소득 창출과 지속가능 생산 기회
를 제공함.
- 레스토랑, 채소 및 허브 밭, 수공예품 가게, 방문객을 위한 베이커리, 요리실습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조성되어 있음.
- 농원을 방문하는 미래세대에게 양질의 먹거리 체험과 교육을 제공함.
- 상하농원은 약 90명의 지역민을 고용하고 농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100여명의 지역농민
으로부터 공급받음.
- 햄, 빵, 장류 가공장이 있으며 매일유업 제품 직매장이 농원 내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형성한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음.
-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장 및 마케팅 기법, 전 연령대의 방문객을 위한 체험공방 운영, 아름다운 경관
과 건축디자인이 있는 휴양시설 등이 고창 상하농원의 주요 강점임.

발표, 토론 및

Action Plan

○ 우바떼 군

(Province)

-

수립 내용

개황 간략 소개

우바떼 주요 경제는 광업, 농업, 축산업, 관광업, 상업, 수공예품 판매 등에
의존

-

지역정부 활동영역 넓고 지역주민과의 협력 및 연대 강함.

-

우바떼 군 산디에고 지역에서 실시한 조사료은행 프로젝트:

개 생산조

13

합과 협력하여 3천여 농민에게 4천 개의 사일리지 지원

○ 액션플랜 수립 목적 및 목표
-

목적: 우바떼 군의 소규모 우유생산농가의 경쟁력과 식량주권, 식량 및
영양안보 증대

-

목표:

(1)

협동조합의 운영능력 및 조합원 참여 강화 도모,

(2)

생산, 가

공, 상품화에 관한 지식 교환 및 농업 지도를 통한 소규모 농가의 경쟁력
향상,

(3)

생산하는 식량(농산물)과 농촌지역 서비스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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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해관계자: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꾼디나마르까 주정부, 우바떼
지역정부(특히 읍면 단위 농업지도조직

UMATA),

대학 등 학계

○ 기회요인
라는 꾼디나마르까 주 내에 시행되는 농업생산 프

- ‘Productive Alliances’

로젝트 활용 가능
라는 농촌 및 사회 발전 지역 지정

- ‘Zodas’
-

꾼디나마르까 주 생산 농산물에 대한 지역 브랜드

-

여성 및 청년 농축산업 생산 참여 프로젝트

-

읍면(지방정부) 단위의 농업생산 다각화 계획

-

중앙정부의 해당 부문에 관한 정책 집행 의지

-

농축산업 세부 부문 간 긴밀한 연계

-

민간 부문의 농축산업 개발 참여

○ 단기적 공공정책
-

민간 부문과의 협약 체결

-

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계와의 협력 및 연계 확대

○ 중장기적 공공정책
-

농업기술원조를 위한 우바떼 군청의 농업지도센터를 통하여 식량 및 영양
안보 관련 전문가와 지도자가 주민과 농민에게 관련 지식을 이전

-

농업 및 농촌지역 인력 육성을 위한 청년 및 유년 인턴제도 개발

-

지역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도로 인프라 건설 및 유지보수

○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장기) 청년과 어린이들이 농축산업, 낙농업 지식 교환과 농업지도 과정에

- (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기) 우바떼 군 조사료은행 사업과 지역협동조합 간 연계사업 개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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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우유품질 개선을 위한 실험/연구실 설치, 유기농법 확산 계획 수립
단기) 생산자를 위한 기술지도서비스 접근성 및 품질 개선

- (

○ 농축산물 가공을 위한 행동계획
장기) 산지 표시 규정 개발 및 적용

- (

중기) 친환경적 농산물 생산, 인증제 및 지역 브랜드 활용 등을 통한 농

- (

산물 가공, 브랜딩, 포장 기법 개선

○ 농산물 판매 및 마케팅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
- (

단기) 판매 채널 개선 및 확대, 마케팅 전략 개발, 영유아 영양 교육 및

유제품 섭취 관련 교육 확대
장기) 읍면, 군, 주 정부 단위의 농축산물 마케팅 및 판매 증진을 위한

- (

센터 기획과 운영

□ 모니터링 결과
1)

강의

○ 강의자가 일방적으로 길게 설명하는 방식보다 강의 중간에 의견 교환이나
질의응답을 위한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음. 세 번의 강의 중 상
대적으로 강의내용 전달에 할애한 시간이 적고 질의응답 시간이 길었던 강
의의 평균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반대의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남. 이를 참고하여 향후 연수프로그램 강의자 섭외 시, 질의응
답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것을 사전에 언급할 필요 있음.

○ 영어 외의 언어로 진행되어 통역이 제공될 경우

,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강의자가 사전에 고려하도록 사전 안내할 필요가 있음. 강의자가 준비한 내
용을 모두 전달하지 못하거나 질의응답 및 의견 교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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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자와 연수단 간의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을 통한 강의 효과를 높이기 위
하여 사전에 연수담당자가 강의자에게 연수프로그램 참가국의 주제 관련
분야 정보를 간략히 안내하거나 자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2)

현장학습

○ 연수 주제와 관련된 품목의 생산 농가를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되는 것이 중
요한 것으로 보임. 서울우유협동조합 공장을 방문하여 협동조합 체계가 어
떻게 작동하며 조합 목장은 어떠한 관리와 지원서비스를 받는가에 관한 설
명을 듣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조합 목장을 방문하여 목장주와 면담하고
목장의 운영, 가축 및 축사 관리, 납유 현황도 직접 보기를 원하였음. 상하농
원을 방문하였을 때 실제 농원에서 사용하는 우유를 공급받는 축사를 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었음.

○ 연수프로그램 특성 상 장거리 이동과 주간 야외활동이 많으므로

,

연수단의

과도한 체력소모를 줄이기 위해 한국 여름 기후를 고려하여 연수시기를 조
정할 필요가 있음.

3)

통역

○ 방문하는 기관 관련 자료와 강의 자료를 강의자나 현장 안내자에게 가급적
일찍 전달 받을 필요가 있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역사에게 자료를 미리
전달하여 통역사가 농업 세부 분야의 다소 전문적인 용어도 숙지할 수 있도
록 하여야, 강의와 현장견학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음.

4)

기타 개선점 및 특이사항

○ 콜롬비아 연수단은 중앙정부 농업농촌개발부
(

),

지역정부, 대학, 농업지도조직

등 다양한 기관에 속한 참가자로 구성되어 있었음. 연수프로그램 초기 정부
부처의 참가자와 우바떼 군의 면장들 간 이견이 자주 발생함. 특히, 액션플랜
수립 방향 설정과 문제 인식 지점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음. 주정부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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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참가자들이 의견 차를 조정하였고 강의와 현장학습의 질의응답 및 의견
교환 과정에서 시각 차이와 갈등을 대폭 줄여감. 강의와 현장학습이 단순히
강의자 및 안내자의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강의와 현장학습에서 전달된
내용이 연수 참가자들의 의견교환과 토론을 촉발하고 현안에 관한 크고 작은
합의를 이루어내는 시간이 되도록 강의와 현장학습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액션플랜 수립을 위한 토론 시간을 더욱 할애하여둘 필요가 있었음

.

강의와

견학 일정이 이어졌고 오후 늦은 시각 숙소로 돌아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일정
도중 액션플랜 수립 논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음. 다양한 층위의 기관에서
온 연수 참가자들이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과 주제 분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 활동(방안)을 함께 모색할 기회인 액션플랜 수립 논의 시간
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음. 더불어, 연수단은 액션플랜에 관한 원내전문가
들의 자문과 활발한 상호 의견교환을 기대하였으나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함.

○ 우즈베키스탄과 콜롬비아의 초청연수가 동일시기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입
교식과 수료식을 두 국가가 동일한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함. 연수 시작일의
마지막 일정으로 국별 농업 정책 및 현황과

KAPEX

공동연구 주제에 관한

발표를 실시함. 두 국가의 서로 다른 연구주제와 농업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연구 진행사항과 개발 정책 및 전략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음. 한편,

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KAPEX

자국 연수 참가자들과도 연구 프로젝트의 주제와 진행경과를 공유한다는
장점이 있음. 향후 연수프로그램 구성 시, 일정 초반의 국별 리포트 발표는
고려해볼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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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현지연수

□ 연수 개요
1)

○

목적
KAPEX

공동연구 진행사항 공유 및 향후 연구 방향과 활용 방안 협의

○ 콜롬비아 중앙정부

,

지역정부, 농업지도단위(UMATA), 생산조합 소속 농가

대상의 낙농업 관련 정책, 제도,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및 현장견학
연수) 실시

(

○ 콜롬비아 낙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 수립

,

프로그램 기획,

ODA

사업 제안을

위한 정책 워크숍 실시

2)

일시

3)

방문지역

: 2017. 8. 21 ~ 8. 31 (

:

총

11

일, 입출국일 포함)

콜롬비아국립대학, 꾼디나마르까 주 정부, 우바떼 지역 5개 지역

자치단체 및 농업지도소(UMATA), 마을단위 낙농생산조합

4)

일정
<표 2-15> 콜롬비아 현지연수 일정
일시

세부 일정

8월 22일(화)

현지연수 개회식 및 강의

10:00-12:30

[협의회 1] 주요참석자 소개 및 사전준비 점검회의

12:30-14:00

환영오찬

14:20-14:40

개회식

14:40-16:00

[강의 1] Juan Carulla (콜롬비아국립대 교수)
콜롬비아 우유생산 시스템의 기회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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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세부 일정

16:30-18:00

[강의 2] 서강석 (순천대학교 교수)
한국 축산업 발전 정책

8월 23일(수)

현장방문 및 강의(꾸꾸누바)

06:00-09:00

꾸꾸누바 시로 이동

09:30-12:00

[현장방문 1] HATORHUR 낙농조합
공여국(뉴질랜드) 농가조직 지원과 조합 운영 성과

13:30-14:30

[강의 3]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생산자 조직화와 낙농업 발전-한국의 경험

14:30-16:00

[강의 4] 서강석 (순천대학교 교수)
한국의 지속가능 축산기술(친환경·오염저감·자원절약 기술, 동물복지)

16:00-17:30

[강의 5] Martha Lizzy Rojas Garcia (Minuto de Dios 대학 교수)
재래 축산에서 지속가능 축산으로의 전환 경험

8월 24일(목)

현장방문 및 강의(구아체따)

08:00-09:00

구아체따 시로 이동

09:30-11:30

[현장방문 2] 여성농업인(내전 이주민) 공동 생산 현장

13:30-15:00

[강의 6]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가족농의 다원적 경제활동-한국의 경험

15:00-16:30

[강의 7] Eliana Lorena Suarez (콜롬비아국립대 연구교수)
여성농민 참여권 강화와 식량주권 달성

16:30-17:00

[소개발표] Meylin Barragan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농촌여성국)
농촌여성국(신설) 비전 및 계획

8월 25일(금)

현장방문 및 강의(시미하까)

08:00-09:30

시미하까 시로 이동

10:00-10:30

Colegio Agustin Parra 학교 농산업창업전시회 개회식

10:30-12:00

[현장방문 3] 창업전시 관람 및 인터뷰

12:00-12:30

초등학교 수공예품 전시회 방문

14:00-15:30

[강의 8] 허 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농정 및 농업지도 체계

15:30-17:00

[강의 9] Gonzales Tellez (콜롬비아국립대 교수)
낙농 부문 발전을 위한 청년농업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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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세부 일정

8월 26일(토)

식량영양 주권안보 지도자 농민학교 개교식(수사)

10:00-10:39

농민학교 개교식

10:30-11:00

[강의 10] Angela Marcela Gordillo Motato (콜롬비아국립대 교수)
식량영양 주권 및 안보의 이해

11:00-12:00

[강의 11] Ivan Andres Ramirez (콜롬비아국립대 연구원)
마을공동체(생산자원과 지리 특성) 지도 작성 및 그룹발표

8월 28일(월)

정책워크숍 및 공동연구 중간발표

09:00-09:30

[협의회 2] 공동연구 후속사업 추진 여건 및 가능성

09:30-10:00

워크숍 개회식

10:00-11:00

[발표 1] Sara del Castillo (콜롬비아국립대 교수/공동연구단장)
KAPEX 공동연구 진행사항 중간보고

11:00-11:30

[발표 2] Nestor Vinyuela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 정책

11:30-12:00

[발표 3] Pedro Antonio Valderrama (EU 콜롬비아사무소)
EU의 콜롬비아 낙농업 지원 전략과 활동

12:00-13:00

오찬

13:00-13:30

[발표 4] Fabio Lozano (꾼디나마르까 주정부 농업국)
꾼디나마르까 농업발전 정책과 프로그램

13:30-14:50

[발표 5-9] 지역자치단체별 UMATA의 농업지도 활동

14:50-15:20

[강의 10] 허 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 농정 및 농업지도 체계

15:20-16:00

[강의 11]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가족농의 다원적 경제활동-한국의 경험

16:00-16:20

질의응답 및 토론

16:30-17:00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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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및 워크숍 결과
1)

강의내용
<표 2-16> 콜롬비아 현지연수 강의 내용
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 콜롬비아 낙농업 개황
- 콜롬비아의 우유생산량 남미 국가 중 3위(2013년 6,457백만 리터, 1위 브라질, 2위 아르헨티나)
- 우유판매가격(생산자수취가격): 리터당 908페소(약 0.3달러)
- 생유(生乳) 생산량: 6,717백만 리터
- 집유량(가공량): 3,057백만 리터
- 국민 일인당 연간 우유소비량: 143 리터
- 2010-2015년 공식 집유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지역 간 편차가 다소 있음(중부
150백만, 카리브 열대 50만 리터)
-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우유의 46%는 대규모 유가공 기업으로, 30%는 생유와 치즈를 취급하는
중간상인에게, 15%는 지역 가공업체에 납유, 9%는 농가 내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됨.

콜롬비아 우유 생산 시스템의
기회와 과제
(Juan Carulla)

∙ 우유, 집유소 콜롬비아의 우유 생산 농가 특성
- 콜롬비아 낙농생산은 크게 겸용(우유, 육류)방식과 특화방식(우유만)으로 구분
- 겸용(콜롬비아 우유 60%)종 착유두수는 약 2백 5십만 두이며 사육농가 수는 25만 호임. 소 한마
리가 하루 약 3-5리터의 우유를 생산함. 주로 보스 타우루스와 보스 인디쿠스 교배종이 많음.
- 우유생산만 특화(콜롬비아 우유 40% 생산, ha당 4~5천 리터 생산)하는 낙농농가는 약 9만 9천
호이며 착유두수는 75만 두, 한 마리가 하루 10-12리터를 생산함. 홀스타인이 월등히 많음. 우
바떼와 치킨키라 지역의 손착유 비율 93%, 냉각탱크 사용비율 4%(2014년)
- 우유 성분(단백질 및 지방함량 등), 위생품질도 지역 간 차이가 많음.
- 유가공업체 납유량의 89%가 50~550리터 사이에 해당함.
- 우바떼와 과따비따 지역의 낙농농가 구성원은 40-64세가 주를 이룸(각 지역 60.9%, 42.5%).
- 초등교육 이수 또는 중퇴자의 비율이 60~70%
- 농지의 70%이상은 5ha 미만
- 착유가능두수는 5마리 이하가 61.5%, 5~10마리가 24.8%, 10~15마리가 7.3%로, 착유두수가
15마리 이하인 곳이 약 90%에 이름.
- 우바떼 지역은 하루 평균 50리터 이하를 생산하는 곳이 약 70%
- 우바떼 지역 조합별로 ha당 우유생산성은 평균 5.9리터이며 생산성이 낮은 곳은 2.3리터, 높은
곳은 11.3리터임.
∙ 우바떼 지역 소규모 낙농가와 낙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 우유품질 향상
- 조합단위의 우수 착유사례 공유
- 유가공업체의 경영 기반 강화
- 겸용종 소 사육농가의 위생관리 강화 등

한국의 축산업 발전 정책
(서강석)

∙ 한국의 농업환경
- 한국의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7년 42%, 2022년에는 4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체 인구대비 농업인구 비중은 2017년 5.1%, 2022년에는 4.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1970년대 한국의 축산업은 경종농업을 보완, 80년대에는 현대적 산업 형태로 축산업을 발전시키
기 시작, 90년대에는 농촌의 유망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2000년대에 이력제와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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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

표시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농업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게 됨. 현대적인 산업 형태로 발전시
키기 시작한 역사는 약 30년에 불과함.
축산업 생산액은 19조원에 이르며 농업 총생산액의 36%를 차지(2015년)
농업생산액 상위 10대 품목 중 5개 품목(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우유, 달걀)이 축산물에 해당함.
사료와 육가공 산업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효과가 있음.
쌀 위주에서 육류 위주로 한국인의 식품소비 패턴이 변화함.

∙ 한국 축산업의 특성 및 정책변화 흐름
- 농가당 사육두수는 평균 64두이며 착유두수는 36두임.
- 사계절이 있고 연중 기온편차 심하여 가축들이 신진대사 관련 질병에 취약함.
- 사료의 50%를 수입에 의존함.
- 한국 축산업 정책은 생산량, 품질, 식품안전으로 초점이 변화하여 왔으며 농가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 형성됨.
- 과거에는 3,126개 농가, 23,624두에 불과하였으나 현재(2016년) 사육농가는 5,693호, 사육두
수는 43만 두로 증가함. 우유 생산량도 5만 톤에서 2백만 톤 이상으로 증가함.
- 현재 원유가격은 기본가격에 지방함량, 단백질함량, 위생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과하여 결정됨.
- 위생등급 4등급 이하는 원유기본가격과 다른 항목(세균수, 유성분)등급에 관계없이 100원/리터
지급하는 강력한 위생규제를 가함.
- 쿼터제 도입: 초과분에 대해서는 리터당 0.09달러 적용(0.81달러 대비)
- 집유소를 일원화하였으며 수출 촉진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우유 및 유제품 소비 촉진 활동, 교육 및 정보제공 활동, 조사연구도 활발히 진행됨.
-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농산물 인증제와 농장 HACCP 인증을 실시함.
- 유제품 생산과 가공, 관광 및 휴양을 통합한 축산업의 6차산업화도 활발히 진행됨.

생산자 조직화와 낙농업
발전-한국의 경험
(오내원)

∙ 한국의 농업
- 한국 국토면적은 콜롬비아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지만 인구는 유사하여 인구밀집도가 높음.
- 농촌인구는 18%, 농가인구는 약 5%에 불과함.
- 주로 작물재배 위주의 농업생산에서 한국인 식생활 변화에 따라 축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음. 현재 총 농업생산액의 1/3 수준으로 증가함.
- 농지 확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비 농업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자본이 필요함.
- 낙농업은 2000년까지 생산이 확대되다가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성장에 제약이 가해짐. 수입의존
도가 45%에 이름.
- 한국 우유 생산성은 젖소 한 두당 연간 10톤에 이름. 1980년대 5톤 수준에서 향상됨.
- 일인당 연간 소비량은 70리터로 콜롬비아 140리터의 절반 수준
- 사육 농가 수는 감소하고 농장 규모는 확대됨(대부분 50두 이상).
∙ 협동조합 개념
- 산업혁명 이후 독점 시장에 대응하고 노동자의 소비협동조합과 사회주의 운동으로서 협동조합이
출현함.
-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이용자의 인적 결합체이며 투자이윤이 아닌 이용자 이익을 목적으로
삼음. 이용고를 배당하고 출자금에 비례하지 않고 1인 1표를 행사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함.
- 협동조합의 판매사업 방식에는 크게 수탁과 매취가 있으며 수탁은 시장대응 능력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강한 공동계산제가 필요한 반면, 매취방식은 조합이 생산자에게 구입하여 판매하므로
시장 위험은 협동조합이 부담하게 됨. 이용고 배당을 통하여 이익을 이용자에게 사후에 환원함.
- 공동계산제는 규모화에 의한 거래교섭력을 높이고 출하처와 출하시기를 다양하게 하여 위험을 분
산하며 물류 효율화를 이룬다는 장점이 있음.
- 동일 등급별로 순이익을 평균화하지만 시장에서 구분되는 품질의 차이는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으
로 공동계산 범위를 설정함.

102

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 한편 협동조합은 자기자본 조달이 어렵고 조합원 각각의 요구가 다양하여 갈등 발생 위험이 있으
며 위험 회피 경향과 자본 부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새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어렵다
는 한계가 있음.
- 협동조합은 기존 생산지향형에서 점차 시장지향형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브랜드화와
차별화, 혁신적인 조직구조, 의사결정 업무 분할, 제한적인 비조합원 참여를 통한 자본조달, 특정
한 품질과 양에 대한 공정한 가격을 지향하는 형태로 변하는 추세임.
∙ 한국의 협동조합
- 농협은 1958년 설립되어 1961년 농협과 통합함. 명칭 독점권을 보유하며 농업정책을 보조함.
- 영농조합법인은 1908년대 법제화되어 농정 대상으로 육성됨.
- 일반 협동조합은 2012년 법제화되었으며 인가에서 신고 형태로 설립이 자유로워짐.
- 농협은 신용사업, 구매, 판매사업, 지도사업을 병행하는 종합체제로 운영
- 신용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경제 사업을 지원함.
- 농협의 종류는 크게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품목축협과 같은 단위조합과 농협중항회로 나
눌 수 있음.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의 협업체이며 생산, 가공, 유통을 공동 수행하는 실질적인 협동
조합이라 할 수 있음. 의사결정은 1인1표 원칙에 의함. 대부분 농업생산과 유통판매 사업, 가공판
매, 기타 농업서비스, 외식, 관광업에 관여하는 조합법인도 있음.
- 일반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2012년)이 제정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자
유롭게 설립되기 시작함. 농림어업 협동조합은 1,192개로 약 10%에 이름.
∙ 한국 낙농업과 조직화
- 우유의 부패하기 쉬운 특성 상 빠르고 위생적인 유통물류체계가 필요함. 냉장과 차량운반 체계와
같이 산재된 소규모 농가에 적합한 집유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가공 및 판매 기업에 비해 낙농가의 시장교섭력은 약하기 때문에 조직화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직접 유통과 가공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자유무역시장에서 EU등 선진 낙농국가와 경쟁하게 되므로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써야 함.
- 이외에도 집유시스템 구축과 가공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이 낙농 조직화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임.
- 한국의 낙농협동조합은 주로 경제사업 위주이며 상호금융을 일부 다룸. 전남 낙농농협에서는
TMR사료를 제조하고 공급하고 조사료와 배합사료를 구입하여 공급, 원유 집유 후 판매, 기자재
판매와 사후관리서비스, 방문 수의사 서비스, 젖소개량(검정)사업 등을 실시함.
- 서울우유는 1957년부터 화물차 집유를, 1984년부터는 콜드체인시스템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살균기, 유지방률 차등가격, HACCP인증, 제조일자 표시제 등을 도입하여
고품질화를 이룩함.
- 기술연구소와 지도소를 설립, 헬퍼제를 도입하였으며 조사료 유통센터를 설립하여 농가의 경영
지원활동도 전개함.
∙ 콜롬비아 낙농업 발전을 위한 제언
- 위생적 집유가 가능한 시설과 체계 마련, 콜드체인시스템 도입, 위생기준 검사체계 도입, 품질저하
행위 감독을 통해 식품안전성을 높여야 함.
- 가격지지로 인하여 전 세계 과잉생산 경향이 나타나고 수급 조절이 되지 않음. 시장기능에 의해
수급을 조절하거나 엄격한 쿼터제가 필요함.
- 가축개량, 사료, 사일리지, 유제품 가공기술 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필요
- 정부가 낙농업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정책은 위생 개선 지원관리 체계, 정부 예산이나
해외원조를 통한 자금 공급, 낙농조직의 규모 확대와 시설 지원 등이 있음.
- 지역의 낙농 발전을 위해서는 낙농업에 국한하기보다는 지역과 농업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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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 우유 생산만으로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어려움.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한 농외소
득 창출이나 복합영농이 시도되어야 함.
- 이는 개인이 노력하여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고 마을이나 조합 단위의 공동 모색이 필요함.

한국의 지속가능 축산기술
(서강석)

∙ 친환경 축산 기술
- 축산업 활동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수자원 오염, 살충제 잔류물 발생 등의 환경 제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 생산 인증제가 국제적으로 실시되며 국내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함.
- 전 세계적으로 증대하는 식품안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이 반영하여 축산물에 잘못 표기된 정보
를 감독하고 유기농 생산 기준을 정립함.
-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축들이 초지에 접근하여 100% 유기농 생산방식으로 생산된
사료를 공급받아야 하며 가축의 분뇨가 모두 퇴비나 액비로 전환되어야 하고 금지된 물질을 사료
에 섞는 것은 일절 금지되지만 가축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 처방에 의한 약은 제공 가능함.
- 무항생제 농산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일반 기타 가축과 같은 곳에서 사육되지 않아야 하고 사료
에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가축 약물은 2회 검사 분석 후 사용 가능하며 도축 시 HACCP
를 이용하여야 함.
-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육 초기단계에서부터 광우병, 살충제, 동물용 약품 관리가 철저
히 이루어져야 하며 안정적인 사육환경과 위생관리가 보장되어야 함. 연 1회 차단방역, 농장 설비
관리, 위생관리, 사료, 동물용 약품, 축산용수 관리, 질병 관리, 착유관리 등의 64~73개 항목에
대한 정기 검사가 실시됨.
- 친환경 생산 인증제를 통하여 생산자(농축산경영자)는 효과적이고 일원화된 위생관리 체계를 통하
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고 품질을 제고하며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오염 저감 축산 기술
- 가축 분뇨는 약 46,530천 톤이 배출(2015년)되고 있으며 그 중 돼지 분뇨가 39.7%를 이룸.
- 가축분뇨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 땅에 묻거나 바다에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으나 2012년부터 한국도 해양오염을 고려하여 바다에 버리는 처리방식은 금지함. 퇴비로 재활용
되는 비율이 가장 높음(80% 이상).
- 축산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퇴비로 재활용하여 토양을 개선시켜 환경에 기여하며 화학비료
사용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농업에 기여함. 제초제나 살충제 사용률도 낮아져 안전한 먹거리가 생
산되고 가축의 먹이(조사료 등)의 안전성도 높아짐.
- 한국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환경정보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별로 액비살포 현황, 토양 질소
및 인산염 농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함. 한국에서 축산업 밀도가 높은 곳은 토양 질소와 인산염
농도가 높게 나타남.
- 미생물을 활용하여 소독, 살균, 발효 공정을 실시함.
∙ ICT 적용 자원 절약형 축산 기술
- 이력제, 질병예방 시스템을 실시하여 품질 제고와 식품안전성 보장
- 사료비용을 절감하고 축사 환경 조절 장치를 설치하여 가축생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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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착유기와 자동먹이공급시스템을 도입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바이오필터와 환경통제센서를 도입하여 축산업의 환경적 피해 저감
- 그 외에도 송아지를 위한 인공 먹이 공급기, 열 센서, 한우정보 관리, 조사료 자동 공급기 등의
신기술과 설비가 활용되고 있음.
∙ 동물 복지
- 동물 복지란 동물의 영양, 질병, 치료, 거주환경 등 동물의 복지와 관련된 모든 측면을 돌보는
인간의 책임을 일컬음. 동물의 굶주림과 갈증, 불편함, 고통, 질병, 상처, 두려움과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고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행동을 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일련의 활동임.
- 현재 한국에서 도입하는 대표적인 동물복지 서비스에는 모돈사 스톨, 자돈 격리실, 자돈사, 비육
사, 후보돈사 등이 있음. 누구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근하여 동물 등록, 유기동물
보호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복지 인증제를 실시함.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윤리 위원
회를 설치 동물실험과 사육에 관한 규범을 제시함.
∙ 지속가능한 축산 프로젝트의 경험
- 녹색사업의 사회혁신과 생산혁신 관련 연구를 위하여 농생태학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축산’이라
는 프로젝트를 실시함.
- 유기농업은 농생태학이 다루는 생산 측면의 일부로, 식량주권과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식물,
유기물, 인간의 영양을 고려하며 동식물군, 미생물 유기체,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농업활동
임. 경작지, 물, 환경의 이용과 관리를 고려하고 연구를 통한 유기농업 기술이 개발되어야 함.
- 유기농업의 기초는 땅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식생의 영양 조건을 고려하는 것임. 식물의 영양 공급
원과 소비과정을 고민하고 이해하여 이를 생산 활동에 반영하여야 함.
∙ 프로젝트 단계별 이행사항
- 1단계에서는 재래 축산방식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력이 약화된 시점부터의 농림초지 시스템 특성
파악(2011~2012년), 2단계에서는 지속가능 축산방식으로의 전환 모델 개발(2013~2016년), 꾼
디나마르까 주의 메디나에서 지속가능 축산시스템을 위한 농민학교 과정 운영

재래 축산에서 지속가능
축산으로의 전환 경험
(Martha Lizzy Rojas)

∙ 동기, 과정 및 결과
- 경험적 교육과 농촌지도 실시
- 농촌 환경, 도시 환경, 농민의 특성, 국가 현실 이해
- 학계, 마을공동체, 생산부문, 국가의 항시적 연계
- 마을공동체와 직접 작업
- 생산자의 조합 활동 및 협력사업 지원
- 각 생산시스템 내 생산자원의 이점(영양, 토지, 동식물, 인간, 생산주체, 기후와 토양 관계) 인식
- 벌을 생산시스템에 도입하여 사료작물 생산성 15% 향상
- 큰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실천과 행동을 위한 지식과 기술 공유
∙ 교훈
- 지역의 생산 시스템, 생산자, 지식에 관한 이해 증진
- 사회경제적 기회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농촌발전 극대화와 가시화
- 농생태적 생산 경험 중심의 지역 단위 자가 경영관리기법 발전
- 지역민들이 보유한 지식이 생산혁신에서 갖는 가치 인식
- 사회적, 조합단위의 주체의 중요성 인식
- 농축산업 전문가 간 학제간 연구의 중요성 인식
- 밭, 동물단백질 생산, 자생종과 가축먹이용 작물의 수지상 등 축산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역동성
을 부과하는 밭, 주요 축종 외의 동물의 단백질 생산과 공급, 자생종과 가축먹이용 작물의 수지상
을 통합적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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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농업개황
-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인구가 거주
- 작물재배업 위주의 농업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축산 비중은 농업생산액의 1/3까지 증가함.
- 산업화로 인한 농가 호수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음.
- 가구원 50%가 60세 이상, 20~49세는 20%에 불과, 노령화 진행됨.
- 평균 경지면적은 1.5ha이며 70%는 1ha 미만의 농지 운영, 농업 경영규모가 영세한 편임.
∙ 다면적 경제활동의 의의
- 자가영농 외의 경제활동을 다면적 경제활동이라 하며 복합영농과 다각영농은 자가영농에 속하지
만 이 또한 다원경제활동으로 간주 가능
- 농가는 다면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급경제 시대에는 식량 외의 생필품과 농자재를 직접 생산하였
고, 산업화 시대에는 농산물 가공과 직거래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확보하여 각종 사회
서비스이용에 필요한 현금수요를 충당하며 농촌지역 생활서비스를 공급함.
- 다면적 경제활동을 통하여 농가는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음.

가족농의 다원적
경제활동-한국의 경험
(오내원)

∙ 다면적 경제활동과 정책
- 소농을 중심으로 가내수공업, 농촌공업화 정책에 따른 농공단지 취업, 농촌관광, 지방소도시 건설
및 서비스업 취업 등 다양한 다면적 활동이 진행됨.
- 1970년대에는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70%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현재 농업소득은 30%에
불과하고 농외소득이 40%를 차지함.
- (부업단지) 농촌 유휴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해 소득을 높이기 위한 마을단위 부업단지 형성, 민속공
예품, 음식료품, 공산품, 농수산업 자재 등을 주로 생산, 정부는 농협을 통하여 융자 지원, 대도시
에 농가공산품판매센터, 판매장, 온라인 판매 등 판로 확보 지원
- (농촌관광) 도시민의 소득과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광농업을 위한 농산물 채취, 직판, 주말농
장, 휴양공간 제공 등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기 시작함. 초기에는 자본을 소유한 농가를 중심으
로 관광농원을 중점 육성하는 전략을 펼쳤으나 점차 도농교류를 증진하는 방향의 사업을 지원함.
- 농촌관광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하며 최근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로 상품을 차별화하여 농산물 정기배달하는 사업도 시도됨.
- (6차산업화) 다양한 다면적 활동을 농가나 지역 단위에서 결합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로, 농업생산
과 타 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높음. 2차(가공제조)
산업보다는 농촌체험에 기반을 둔 3차(서비스)산업의 중요도가 더 높음.
- (다각영농) 한국에서는 다각영농 정책 실시 후 농가의 전문성 약화와 규모 세분화로 시장경쟁에서
불리해진 실패 경험이 있음. 마을이나 협동조합을 통한 조직화된 다각경영이 필요함. 새 품목을
도입하고 가공과 판매까지 공동 추진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시사점
- 농민의 다면적 활동은 가족농의 소득을 높이고 필요한 사회, 생활 서비스와 상품을 공급하는 측면
에서 가족농 유지에 중요함.
- 다면적 활동은 개인보다는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음.
- 투자 자본규모가 큰 설비 위주 사업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음.
- 전통문화에 기초한 공예품과 음식가공품 사업이 지속가능성 높음.
- 농촌관광은 활성화되기 전 지금부터 마을단위의 준비가 필요함.
- 정부는 자금지원과 더불어 지도자 양성과 조직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중점 지원해야 함.

여성농민의 연대와 참여 강화와
식량주권 달성
(Eliana Suarez)

∙ 연대 및 조직화 이해
- 조직 활동(연합, asociatividad)이란 공동의 노력을 달성할 목적으로 노력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
하여 자발적인 방식으로 모이는 것을 말함.
- 특정한 작업이나 일을 매개로 개인과 집단의 문제점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주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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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능력으로, 시장경제 논리와 구별됨. 신뢰, 존중, 호혜성, 연대, 민주적 참여가 조합 활동을
시장경제체제의 일반 기업과 구별되는 특징임.
∙ 식량영양 주권과 안보의 이해
- 영양, 보건, 복지 측면의 필요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양과 품질 측면에서 필요한 식량을 영속적
이고 때맞게 확보할 권리
- 환경, 식량, 영양,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4가지 측면의 안보 개념이 있음. 그 중
식량과 영양 안보는 식량과 영양 자원의 가용성, 수용가능성, 생물학적 이용 측면으로 나누어 접
근해야 함. 4가지 안보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구성함.
∙ 콜롬비아의 성 평등과 여성농민
- 콜롬비아는 사회문화적으로 남성이 우위에 있었으며 적절한 노동 분업과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에 따른 기대 역할이 공고하였음.
- 여성의 가사노동, 재생산 및 (농업 등 일차산업) 생산 활동은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 발전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돌봄 경제’를 구성하지만 평가 절하됨.
- 특히 농민이자 여성인 여성농민은 이중적 차별을 겪음. 2015년 농축산인구조사에 따르면 콜롬비
아 남성과 여성의 문맹률이 12%로 같고 교육과정에 더 많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생산 재화(토
지 등)와 서비스가 남성에게 더 많이 할당되는 것으로 조사됨.
- 여성농민들은 특히 공공서비스, 가정용 전기, 도로, 교통서비스 부족현상을 겪고 보건, 교육, 토
지, 신용, 투입재, 기술,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움.
∙ 각종 연구 결과의 시사점
- 성 평등, 교육수준, 여성의 경제수입, 농업생산 활동에서의 역할, 가내 의사결정구조, 가정폭력,
가계지출 분배와 같은 측면이 식량영양 주권 달성과 안보 증진을 직접적으로 결정함.
- FAO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식량과 전 세계 식량의 60~80%를 여성들이 생산하고 있음. 여성 교
육수준이 높아지면 옥수수와 콩과 식량작물의 생ㅅ나성은 약 22% 증가할 것이라 추산함(IFPRI).
-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학관계가 자녀의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짐.
- 내전이나 식량위기, 식량생산이 불안정한 시기에 여성들이 자신이 소비하는 식량을 줄여 다른 가
족구성원에게 공급함으로써 충격완화제 역할을 하였음.
∙ 콜롬비아 농촌 여성들의 조직 활동 경험과 결과
- 여성의 권한 강화 활동은 경제적 이니셔티브, 시장 접근성, 조직화 강화 프로젝트를 형성하기 위
한 성 평등 달성 전략으로 기능하였음.
- 농가 내 식량자급 목적의 텃밭 작물을 재배함.
- 여성농민의 조합 활동 결과, 경제자립, 교육 및 휴양 공간 확보, 새로운 지식 습득, 개인과 공동체
의 의사결정체계 개선, 연대 강화, 문제해결 역량 증대, 정치적 사회적 참여 및 발언권 확대, 가족
들의 지원과 가내 노동 분담, 농산물 공정거래가격, 지역 내 가치사슬 형성 촉진
∙ 시사점 및 결론
- 여성의 역할을 가시화,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함.
- 가정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재고하고 새로운 역할분담의 가능성을 논의할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촌여성의 사회경제 발전에 농촌여성이 기여하는 바와 여성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여성 역할과 참여가 강화되고 도시와 농촌의 식량영양주권 및 안보 달성이 더욱 수월해질 것임.

한국의 농정과 농업지도 체계
(허 장)

∙ 한국 농업의 과거와 현재
-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추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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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토지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10a당 쌀 생산도 꾸준히 증가함. 육류 및 유제품 소비량은
1990년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대됨.
- 쌀 농업의 기계화는 2010년 기준 90%를 상회하며 축산업 부문에서는 한우 이력제와 HACCP
시스템을 토입하여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우를 생산, 원예작물과 과채작물은 온실재배방식을
도입
∙ 농업·농촌개발 정책의 흐름과 변화
- 정책 목표가 농업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점차 농업, 식품, 농촌사회를 아우르는 것으로 변화
- 국가주도의 가격지지 정책에서 시장주도의 소득지원 정책으로 변화
- 농촌지역을 농업생산 지역으로 국한하던 것에서 점차 생산, 정주, 휴양 공간으로 인식하고 정의하
기 시작함.
- 농업의 역할을 일차원적 생산기능으로 국한하여 인식하던 것에서 점차 인간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원적인 산업으로 인식
- 1960년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개발 전략에 의한 마을주민 대상의 전문가 지원(60
년대), 새마을운동에 의한 마을 지도자, 경쟁과 인센티브, 계몽(70년대), 농촌종합개발 전략에 의
한 균형 성장, 지역수요 맞춤형 국가보조(80년대), 마을만들기 지원 전략에 의한 마을 단위 개발
이 이루어짐(2000년대).
- 시대별로 농촌정책의 지역단위도 변화함.
∙ 연구개발 및 농업지도 체계
- 한국은 농촌진흥청이라는 기관에서 연구개발과 농업지도를 동시에 관장함.
- 작물, 원예, 축산연구소와 기타 기초연구소를 산하기관으로 두며 지역별 농업지도소를 운영함. 연
구소에서 개발되는 신품종이나 신기술이 지역 농업농촌지도소로 전달되고 지도사들은 농민에게
새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구조임. 동시에 농민들은 생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농업지도사에게
전달하고 지도사들은 주요 현안을 연구소로 전달하여 새로운 기술과 품종이 개발될 수 있는 피드
백 체제를 갖춤.
- 1970년대 농진청의 하이브리드 쌀 품종 개발을 통해 녹색혁명을 일으킴. 당시 한국경제의 빠른
산업화를 지원하는 역할
- 1980년대 자급작물보다는 소득원으로서의 환금 작물을 위한 연구개발에 초점을 둠. 채소작물 온
실재배 방식 도입, 백색 혁명을 이룸.
- 1990년대 이후에는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역단위 농촌지도소 운영체제에 변화가 생김.
친환경 및 저투입재 농업기술 수요가 늘어나고 농촌관광, 농촌종합개발, 농외소득원 창출 방안을
개발하기 시작함.
∙ 결론 및 시사점
-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예산의 2.5%만이 농업지도에 할당되며 이는 여전히 적음. 농업지도 서비스
의 70%는 공공부문이 담당하는데 민간부문(농기계 회사 등)의 농업지도 참여도 증대되어야 함.
-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을 더욱 효과적으로 연계할 방안을 찾아가야 함.
- 낙후지역에는 농업생산과 농촌개발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며 소규모 농가 밀집지역에서는
기본 사회서비스 확충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청년농업인 조직과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한국의 정책이나 프로젝트로 4-H운동, 영농후계자 영
농자금 지원 및 병역의무 면제, 농수산대학(3년) 설립 등이 있음.
- 지방정부가 본격적으로 농업농촌개발 정책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임. 농업인
(주민)들이 마을개발 계획서를 중앙이나 지방 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이루어짐. 기획안
작성은 전문가가 지원함.

농촌 청년인구 유지와
귀농귀촌을 위한 조직화와 혁신

∙ 청년 이농 현상
- 주로 도시에서의 더 나은 교육과 노동 기회를 찾기 위한 것(53%)과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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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으로 인한 개인 안전 문제(28%)가 청년의 주된 이농의 이유가 되고 있음.
- 농촌 청년의 정체성과 향후 진로에 관한 고민과 이를 반영한 제도적 지원과 장치가 필요함. 사회
전반에 농촌은 낙후된 저개발지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함. 농촌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
심,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려움.
- 농촌 청년 정책에는 농촌마을의 역사,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한 이해가 반영되어야 하고 각 지역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농촌 청년’일반으로 그룹화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현재까지는 이농 현상이 콜롬비아 사회에서 문제로도 인식되지 않음. 콜롬비아에서 청년의 이농현
상이 공론화되지 않았으며 공공정책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문제로서 인식되지 않음.
- 문화적으로나 가치, 정체성, 삶의 계획 측면에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변화를 겪고 있으
나 변화과정에서 감지하는 혼란을 불식시킬 사회제도적 장치가 부재함. 도시로의 이주는 청년들에
게 농촌지역 거주의 장점과 도시에서의 기회라는 두 가지 측면의 가치충돌을 일으킴.

(Gonzales Tellez)

∙ 농촌 청년 정책 수립의 바람직한 방향
- 지역과 개인마다 청년의 삶의 조건과 배경이 상이함. 청년 개인의 삶에 관한 고민이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 공공정책은 주체, 자원, 법, 제도, 규정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는데 콜롬비아 청년 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제의 공론하가 필요함. 이후 정책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함. 이후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정책 관련 규정과 조항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책
효과와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평가를 통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시 발견된 문제는
공론화하여 동일한 정책 수립 사이클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청년층을 위한 공공정책
- 교육학적 모델개발, 교육의 질 향상, 적절한 커리큘럼(식량안보, 농업생산 교육 프로젝트, 조합
역량 강화, 기술교육, 중고등교육 간 연계,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가하기
위한 청년과 농촌공동체의 참여) 도입
- 교육부의 농촌교육을 위한 공공정책 수립 및 이행 참여 필요
- 근로 실습, 인턴제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형태와 시스템 도입
- 농촌지역의 폭력과 청소년기 임신 예방, 보건 서비스 확충,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통한 청년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필요
- 청년의 농산업 및 기타 산업 창업 지원, 상품 부가가치 창출 방안 마련
- 사회적 운동과 조직 지원 및 여성, 청년, 역사적 소외 계층의 참여 보장

2)

현장학습 내용
<표 2-17> 콜롬비아 현지연수 현장학습 내용
방문지

내용

콜롬비아 및 공여국 정부의
기술지원과 생산자조합 운영 성과
(꾸꾸누바 HATORHUR)

∙ 콜롬비아 정부 및 해외공여국의 낙농조합 정책 지원
- 꾼디나마르까 주 주요 우유생산지역인 우바떼 지역 33개 시(municipios) 중소규모 낙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초지관리, 소규모 농가 조합 지원, 콜드체인시스템 강화 활동에 48조가
지원되었음.
-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 주정부, 꾼디나마르까 대학교가 협력하여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뉴질랜드 정부가 생산자조합의 역량강화와 조합을 통한 기술지원에 참여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의 기획 발전 단계에 꾼디나마르까 주 약 17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24개의 중
소규모 농가 조합이 우유냉각탱크, 성분분석기, 가공장 설립지원을 받았음. 그 중 대표적인 조
합이 꾸꾸누바 시의 HATORHUR 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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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조합의 역할 및 주요 활동
- HATORHUR는 2011년 42개 농가가 참여하며 시작되었고 현재는 33개 농가가 활동 중임.
- 뉴질랜드는 조사료 생산을 위한 여러 종자를 보급하여 주었으나 지역의 기후와 토양 조건으로
인하여 충분한 초지가 형성되지 않았음.
- 조합의 역할은 조합농가 간 협의와 전문가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생산계획 수립함. 예전에는
절기상 기후 및 토양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다소 무작위적 생산 활동을 펼침. 조합 차원의 경제
및 회계 모델을 수립해 생산과 판매 계획, 이윤, 생산성 등을 집계하고 분석함.
- 정부나 해외 자금 및 기술 원조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차원에서 시범 적용
을 한 후 전면 도입하는 일종의 실험실, 연구소 역할도 함.
∙ 조합농가(농민)에게 남겨진 성과
- 농민들은 냉각 집유와 유제품 가공을 통하여 생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키면서
조합 활동의 이점과 필요성을 이해하게 됨.
- 조합 활동이 활발해지기 전 조합의 일일 평균 집유량은 900리터였으나 현재 1,900~2,500리
터에 달함. 냉각 집유되는 우유 양의 비율이 이전에는 23%였으나 최근 냉각 집유율은 47%까
지 증대됨.
- 이전에는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에서 생산자의 관점에서만 생산과 판매 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콜롬비아 중앙 및 주정부, 뉴질랜드 정부 등의 생산자 조합 운영 지원과 조합농가의 의지와
활동을 통하여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에서의 소비자와의 관계, 소비자의 관점을 고려하게 됨.
- 더불어 생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던 것에 비해, 점차 지역사회의 복지, 아동복지,
빈곤 퇴치, 역량 강화 조합과 농가의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 구아체따 시 농업 및 농업기술보급 현황
- 구아체따 시 역시 우바떼 지역의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가정 경제는 광업과 농업에
의존함.
- 농촌지역 지자체에 속해 있는 농업농촌지도소(UMATA)가 농가들을 방문하여 작물 재배법이나
낙농 관련 기술을 보급 전수함. 보급한 기술이나 종자 및 기계 등 투입재가 효과적으로 이용되
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실시함. 시범포를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 지원하는 역할도 함.

내전피해 이주여성농민 공동 생산
현장
(구아체따 채소재배지)

∙ 내전 피해 이주 여성농민의 채소작물 공동생산
- 구아체따 시에서는 내전 피해 이주민들의 정착과 가계 지원을 위하여 공동 채소 재배 경작지를
나누어주고 있음. 토지(경작지) 0.64ha는 약 원화 4~5천만 원대에 매입할 수 있음. 대다수 이
주농가와 소규모 농가들은 토지 매입 자본이 부족함.
- 방문한 경작지는 아프리카계 내전 희생자 여성농민 5명이 공동으로 채소를 생산하는 밭으로,
일차적으로 식량 자급을 위하여 애호박, 상추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 공동 생산을 시작한 지는 50일 남짓이며 일종의 협업농장에서 생산 작업을 하면서 협력자간
업무분담, 시간 배분, 참여구성원의 책임감과 열의를 파종기에서부터 수확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문제 등을 어려움으로 호소함.
- 한편 아프리카계 내전 피해 이주 여성 농민들은 초기 정착기에 기후, 환경, 이웃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전함. 열대지역인 이전 거주지에서는 사탕수수, 옥수수, 바나나, 플랜테인 등을
재배하였으나 구아체따에서는 기후와 토양 조건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 구아체따 여성(이주)농민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산 활동
- 구아체따 지역 경제에서 광업 비중이 매우 큰 편이며 남성 가장들은 주로 광산에서 일하고 여성
가장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낸 후 채소 재배나 우유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 아직 역할 분담 기준이나 체계는 명확하지 않고 작업 가능한 시간에 공동으로 밭작물을 돌봄.
- 낙농업이 우세한 구아체따에서 채소재배를 시도하는 여성농민들은 채소재배를 선택한 일차적인
이유는 토지, 노동력, 자본이 우유 생산에 관여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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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타 꾼디나마르까 주 농축산업 발전 제약사항
- 구아체따를 포함하여 꾼디나마르까 주는 농업비중이 크고 낙농업과 원예 및 과채작물 재배에
종사하는 소규모 농가가 수적으로 가장 많음. 소규모 농가 수(약 37만 명)에 비하여 농업지도소
(116개소)와 농업지도사(517명)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지방정부와 현장의 농업지도사들은 소규모 낙농가의 생산성이 낮은 주된 요인을 건기에 양질의
조사료 확보가 어렵고 대책이 부재하여 가축생산성이 현격이 낮아지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특
히 이 현상은 가뭄이 심각한 열대의 타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함.
- 건기 조사료 부족과 이로 인한 가축생산성 저하 문제는 엘니뇨와 라니냐의 직접적 영향으로
홍수와 가뭄이 빈번히 교차하면서 더욱 악화됨.
- 이로 인해 콜롬비아 정부와 낙농농가들은 소규모 농가의 생산자원 확대와 농장 규모화보다는
조사료 생산성 제고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임.
∙ 콜롬비아 우유 생산량 증대와 수출 가능성
- 지도사들은 콜롬비아 소규모 낙농업이 규모화를 하고 우유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과잉공급
으로 인한 가격 저하 우려는 낮다는 견해를 보임. 콜롬비아의 우유 수출시장 잠재력이 큰 것으
로 인식하고 있음. 콜롬비아는 구제역 백신 청정국이며 구제역이 발병하기 이전에는 레바논으
로도 원유를 수출하였음. 정세에 따라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러시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도
미니카 공화국을 포함한 여러 중미 제도에 생유 또는 분유 형태의 우유와 쇠고기를 수출해왔음.
∙ 콜롬비아축산기금의 활용
- 콜롬비아축산기금(Fondo Nacional de Ganaderos)은 농민 자조금과 유사하며 기금의 50%는
가축 백신에, 30%는 우유 소비 촉진 캠페인 등 홍보활동에 쓰임.
∙ 학교 운영과 농산업교육
- 시미하까 시립 학교인 Colegio Agustin Parra는 1~11학년(우리나라 초등학교 1~5학년, 중·
고등학교 1~3학년)과정을 운영함.
- 시미하까는 꾸꾸누바, 구아체따 같은 우바떼 지역 남부보다 북쪽에 위치하며 광업 비중이 낮고
농축산업 비중이 훨씬 높음. 옥수수와 우유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음.
-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립 학교에서도 농업교육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짐.
- 매년 개교기념일 전후 학생들의 농산업 창업 전시회를 개최하여 학년별 농업 생산 활동과 창업
시도 경험을 학내구성원 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지역 언론에도 소개함.

학생 농산업창업전시회
(시미하까 Colegio Agustin
Parra)

∙ 학생들의 창업활동 발표 내용
- 지역의 자연경관과 체험활동을 결합한 에코투어(농촌광광), 동물복지를 고려한 자연방사 양계농
장 운영과 달걀 판매, 옥수수, 콩, 쌀 등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하고 전통방식의 조리법
으로 가공한 음식료품 판매, 토끼농장 운영과 토끼 고기와 모피 판매, 아로마 허브 약초 재배,
수경재배 등 다양한 창업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수경재배 시설물 투자금은 10학년 전체가 출자함.
-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을 통해 얻는 생산물은 교내 협동조합이 구매하여 판매함.
- 초등교육과정 저학년 학생들은 수경재배나 농축산물을 활용한 공예 작업 결과를 전시함. 채소
수경재배는 학생들이 하루 2번 물과 비료를 주고 담당교사가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교육함.
- 고학년들은 특히 생산, 판매하는 농축산물의 가치와 의미를 잘 알고 있고 전시참관자에게도 자
신 있게 홍보함. 창업 시도 경험이 졸업 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내 협동조합이라는 안정적 판매처에 더 이상 의존하지 못하는 시점의 생산판매 전략을 준비
할 필요가 있음. 일반 소비자의 유기농축산물 가치 평가와 이해도, 공장과 대기업 식음료품의
값싼 소비자 가격 등 일반경쟁시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여건과 도전과제를 학교에서부
터 교사와 학생이 토론하고 해결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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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시 생산자조합 현황
- 수사 생산자조합 소속 농가들은 주로 초지에서 젖소를 사육하며 우유를 생산하고 제한적으로
채소를 재배하기도 함. 특히 조합을 통하여 농가가 기본적인 유제품 가공기술을 익히고 부가가
치 상품을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을 중단기적 목표로 삼고 있음.
- 수사 시에는 5개의 농업생산자 조직이 있으며 2개 조합은 시내 마을에 위치, 3개 조합은 산간
(해발 3천 미터 이상)에 위치함. 학교 개교식 참관을 위하여 출장단이 방문한 빠우니따
(Paunita) 마을은 연중온도가 낮아 농경지대나 수목생장한계선을 넘어서는 파라모(paramo)
식생지대에 위치함. 안데스 열대지역 산악 고지대에서만 보는 독특한 식생으로 몇 개의 작은
관목 외에는 목본이 자라지 않음.
- 드넓게 펼쳐진 초지에 소, 양 등의 가축을 사육하고 감자 재배농지도 흔히 발견됨.
∙ 수사 시장의 한국 연수 경험 공유
- 수사 시장이 2017년 7월 한국 농정(주로 낙농부문) 성과 사례를 학습하고 견학하는 연수일정
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였음.
- 한국의 낙농업은 매우 기술집약적이며 생산 환경은 콜롬비아와 다소 차이가 있음.
- 협동조합이 한국의 농업발전에서 주요한 축을 담당하였고 콜롬비아도 이를 참고하여 농촌과
농민의 조직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
- 지도자 양성과 조합의 제도화를 통한 농촌 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는 정부 지원도 중요함.

식량영양주권 지도자 농민학교
(수사 빠우니따 마을회관)

∙ 한국방문단 축사
- 농업부 등 중앙에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적용
되는 것이 중요함.
- 벼와 감자 생산 기술 보급과 향상은 한국에서 농업 지도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임.
- 한국과 콜롬비아의 낙농업과 원예작물 생산 환경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생산기술을
콜롬비아 현장에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기술보급 체계 확립, 기술지도 내용의 구성,
생산자 조직화 경험은 충분히 공유할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될 것임.
- 콜롬비아국립대와 꾼디나마르까 주정부와의 KAPEX 공동연구는 연말에 종료되나, 후속 연구과
제나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임.
∙ 수사 농민학교 식량영양 주권 및 안보 관리 과정
- 콜롬비아국립대 식량영양주권안보 연구실은 꾼디나마르까 주, 나리뇨 주 등 여러 지역자치단체,
농업지도 단위, 소규모 농가와 협력하여 조사연구와 지도 활동을 병행하여옴.
- 2017년 8월 하순 수사 시의 농민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우바떼 지역(provincia)의 5개 시(구아
체따, 렝구아사께, 꾸꾸누바, 시미하까, 수사) 낙농조합 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2주에 한 번 총
6회 세션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을 11월 중순까지(약 12주 기간) 실시함.
- 최소 80%의 출석률, 계획된 학습과제 이수, 프로젝트 형성 및 제안을 마치는 교육이수자에게
콜롬비아국립대, 꾼디나마르까 주정부, 지자체장(시장)이 식량 영양 주권 및 안보 관리지도자
자격증을 수여함.
- 교육과정의 주요 목표는 마을의 생산자와 지역주민(소비자)들이 지역의 식량 생산과 소비 체계
를 이해하고 생산과 소비 활동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을에서 발견되는 문
제점을 스스로 파악하여 그 대응방안으로서 생산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생산자나 마을 주민들이 에 관한 결정권을 당해 11월 중순까지 총 6회에 걸쳐 대학이 개발한
식량영양주권 확보와 소규모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별도 학교건물 신축 등 시설, 설비, 자재 등 인프라 투자를 요하지
않음. 대학은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가와의 면담조사를 실시하거나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실시할 마을회관 등의 장소를 확보하고 지자체는 지자체에 속한 농업지도 단위
(UMATA)의 농업지도사들의 농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민학교 참여희망자를 모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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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EX 공동연구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우바떼 지역 내 5개 마을의 농민학교 개교와 시범적
운영은 대학이 주도하는 KAPEX 공동연구의 주요 결과물 중 하나를 이룸.
- 수사 마을 농민학교 개교식 후 세션 1(식량영양 주권 및 안보 개념의 이해)와 세션 2(마을공동
체 지도화 작업) 강의를 진행하고 마을 내 인근 서너 개의 농가들이 그룹을 구성하여 마을 지리
적 현황과 농가별 생산 자원 현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발표함.
- 수마빠스(Sumapaz) 시에서는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농민학교 1차 과정을 종료함. 현재 지역정
부와 농가조합이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2차 농민학교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으며 교육과정에
필요한 전문가 참여를 대학이나 기타 기관에 요청하고 있음.
∙ 농가 복합영농 등 기타 작물의 생산
- 수사 내의 여러 해발 3천 미터 이상의 수목한계선 위의 극한대인 파라모(paramo) 생태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임. 극한대 지역의 낙농농가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고 주로 감자 생산을
병행하는 것에 그침.
- 마을공동체 지도 작업과 발표를 통해 빠우니따(Paunita) 마을의 일부 농가는 금땅꽈리/골든베
리(Uchuva, Physalis peruviana; 안데스 산간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와 유사한
과채작물)와 같은 과일과채 재배에도 관여함을 알 수 있음.
- 우추바는 대표적인 환금 작물 중 하나이며, 수사 시 빠우니따 마을의 우추바 생산농가는 조합
형태보다는 개별적으로 구매기업에 판매함. 우추바 생산농가는 현재 조합을 통한 계약 필요성
을 느끼지 않음. 구매자에게 개별 판매하여도 합당한 가격을 받는다고 보고 있음.
- 마을 전체 약 30개 농가에서 우추바를 재배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약 5-8개 농가에 불과함.
- 시설재배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고 노지재배 방식으로 생산함. 노동력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
로 호소함. 약 8-10일(문헌상 2-3주)에 한 번 수확하고 이때마다 훈증소독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노동투입량이 많은 편임. 한 농가당 노동인구는 약 2-4명임.
- 구매기업은 한 달에 한 번 작물을 구매해 감. 우추바는 비교적 수확후관리가 수월한 작물에
속함. 과일을 싸고 있는 캡슐을 제거하지 않으면 보관가능기간이 길어짐.

□ 모니터링 결과
1)

강의

○ 연수 프로그램 참석자 중 조합 소속 농민들의 비중이 다소 컸기 때문에 한
국 전문가가 국가와 지역의 농업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강의와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였음. 단순히 한국 농업의 선진적인 시스템이
나 정책 경험을 소개하기보다, 현지의 경제, 사회, 생산 활동 맥락에 맞는
구체적인 생산성과 소득 향상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호응도가 높았음.

○ 금년도 콜롬비아 현지연수는 농업농촌개발부 정부부처
(

)

공무원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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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대신 지자체장, 지자체 소속의 농업지도소장, 조합 소속 낙농가
등을 대상으로 함. 매일 다른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연수가 실
시되었음. 이동시간이 길고 참석자의 차량 탑승 위치도 분산되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으로 인한 지체 시간은 많지 않았으나 현지 담당자
가 참석자 이동과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율할 사항이 많았음.

2)

현장학습

○ 콜롬비아 현지연수의 현장방문은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농업지도사가 동행
하였고 각 지역의 조합소속 농민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지역의 생산여건
과 농가 경제활동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 전달과 의견 교환이 가능하였음.

○ 지역 청소년들이 진학하는 정규 학교의 농업관련 교육 과정

,

조합농가 대상

의 농민학교 수업을 참관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음. 방문한 지역의 농업 생산
여건 및 현황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제도, 인구 구성 등 농촌 사회를 짧은
시간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 한국어 스페인어 순차통역을 활용하였고 한 해 사업 진행을 위한 현지출장
-

때 지속해서 동행했던 통역사가 참석하여 연수 및 워크숍 진행 흐름과 내용
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 농업분야에 국한되어 쓰이는 용어들도
의미가 왜곡되지 않게 풀어서 통역하였음. 연수 참여자와 한국 방문단 간
비교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

4)

기타

○ 연수와 워크숍을 준비한 국립대가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여러 관계 기관들을
초청하는 것이라 전함. 주요 정책결정자를 접촉하기 어렵고 중앙정부나 주정부
상부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호소함.

○ 콜롬비아에서 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형성을 위한 지역 수요 파악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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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치단체나 주 정부가 담당함. 콜롬비아 측 파트너기관인 국립대와 주정
부는 중앙정부의 고위관리자보다 대상지역의 지방정부와 정책 실무자가 연
수와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음. 지역정부와 정
책 실무자의 참여는 의미와 취지가 분명하였음. 그러나 중앙정부 또는 관리
자 대신 지방정부와 실무자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현지 연수
와 워크숍 결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향후 정책 방향과 세부 구성에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추적하여볼 필요가 있음.

○ 콜롬비아 정부는 정책 실무담당자의 역할 비중이 크고 중요함

.

사업 전반과

세부사항 협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실무자급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음. 상부 보고나 승인요청 과정이 생략되거나 필요하더라도 매우 신속하게
처리됨. 그러나 계약, 초청 등과 관련한 공문서 교환과 승인 과정에서 법자
문관의 문구 및 조항 검토 시간이 오래 소요됨. 이를 사전에 고려하여 현지
연수와 워크숍 준비, 협의 일정을 조율하여야 함.

2.

국내워크숍

2.1. 워크숍 개요
1)

◦

목적
2017

년도

KAPEX

하고 향후
- 2017

년

사업으로의 발전방안 논의

ODA

KAPEX

Proposal

◦

년

2018

사업대상국 대표단의 사업성과 및 공동조사 결과를 공유
사업 결과에 대한 대상국의

과

Action Plan

ODA Project

발표

KAPEX

대상국의 사업주제 발표 및 향후

ODA

사업의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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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

: 2017. 11. 17(

3)

장소

:

금),

13:30

∼

18:00

서울 코리아나 호텔
<표 2-18> 국내워크숍 국외참석자 명단

구분

국가
네팔

2017
KAPEX

우즈벡

콜롬비아

2018
KAPEX

4)

성명

부서

직위

Binod Kumar Bhattarai

농업개발부 정책국제협력조정국

수석농업경제학자

Ishwor Barshila

농업개발부 정책국제협력조정국

농업경제학자

Umildilla Akramov

원예과학연구원

부원장

Boris Gojenko

중앙아시아 물위원회 지역 간 조정
과학정보센터

연구원

Sara Eloisa del Castillo
Matamoros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교수

Jennifer Guzman Romero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연구원

캄보디아

Prak Cheattho

농업청

부청장

라오스

Sengpaseuth Rasabandith

농림부 농업지도 및 협동조합국

국장

몽골

Uyanga Ganbaatar

Khalkh Gol 지역
국가창조설립부

외교협력
전문가

워크숍 프로그램
<표 2-19> 국내워크숍 일정
2017년 11월 17일(금), 2층 다이아몬드 홀: 2017 KAPEX Workshop
13:30-13:45

환영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
개회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이대섭 센터장)

13:45-14:30

• 네팔의 식량안보상황 개선을 위한 식량안보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강화(Mr. Binod Bhattarai)
• 질의응답

14:30-15:15

• 우즈베키스탄 체리 가치사슬 구축(Mr. Boris Gojenko)
• 질의응답

15:15-16:00

• 콜롬비아 꾼디나마르까 주 우바떼 시의 소규모 우유생산자 조직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보 및
식량영양안보 강화(Ms. Sara Del Castillo)
• 질의응답

16:00-16:10

휴식

16:10-16:40

• 캄보디아 옥수수 품종개발 및 교잡종 종자 생산체계 확립(Mr. Prak Cheattho)

16:40-17:10

• 라오스 농업협도조합 정책(Mr. Sengpaseuth Rasabandith)

17:10-17:40

• 몽골 축산업 생산성 부가가치 향상 및 수출역량 강화(Ms. Uyanga Ganbaatar)

17:40-17:55

질의응답

17:55-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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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표 및 주요 논의 내용
제1부 : 2017 KAPEX 사업 공동조사 결과 공유

□ 발표

1.

네팔의 식량안보 상황 개선을 위한 식량안보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강화(Binod

Kumar Bhattarai,

네팔 농업개발부 정책국제협력조정국

수석농업경제학자)

◦ 네팔 소규모 농가의 저조한 농업 생산성 및 소득 원인을 분석한 연구 소개
-

연구 배경: 네팔의

는

Zero Hunger Challenge Initiative

의 지원 하에

FAO

네팔 정부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네팔의 식량 안보 프레
임워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현재 네팔 농민 중 소규모 농가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이들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적 식

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
-

연구 목적: 선정된 연구 지역 내 소규모 농가의 낮은 생산성 및 소득 원
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네팔의 국가적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지원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의

ODA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네팔 내 미곡 및 과채류 재배 중심지의 선정, 문헌 검토, 가구주
설문조사 진행, 초점집단토론(Focus

-

조사대상지역:

Jhapa,

Mahottari,

Group Discussion)

Dolakha,

Kaski,

진행

Kapilvastu,

Kanchanpur

◦ 네팔의 식량안보정책 소개
-

네팔헌법(2015)
기 주기 계획

- 14
-

농업개발전략 내 식량 및 영양 안보 프로그램(2015-2035)

-

국가농업정책(2004)

Daile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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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업촉진정책(2006)

-

식품 및 영양 안보 실행계획

-

범분야 영양계획(2013-2017)

- Zero Hunger Challenge Action Plan(2016-2025)

◦ 국가농업발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 방향
-

관개시설로의 투자

-

고품질의 종자 공급 체계 구축 필요(특히 육종 및 종자 보급 체계를 구축
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

-

직접지불제도 활성화 필요(네팔 농민의 저조한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지불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현재

chaite

쌀 품목만을 대상

으로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모든 계절에 시행될 필요가 있음)
-

농업 기계화 체계 구축

-

적절한 시기에 비료 공급 필요

-

직접지불을 중심으로 한 특수 미곡 프로그램의 추진 필요

-

농가의 농업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 필요

-

수확 후 지원

-

토지정리(Land

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체계구축

Consolidation)

◦ 질의응답
질문) 종자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수익 영향 여부와 종자를 주기적으로

- (

구입하여 사용하는지, 수확에서 활용하는지에 대해 질문함.
응답) 약

- (

의 농가에서 주기적으로 종자를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 종

63%

자의 품질이 높아짐에 따라 농가 수익 또한 개선되고 있음.
질문) 쌀 생산과 관련하여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함.

- (

응답) 수확량 측정 시에

- (

sampling

과정에서 수확량이 높은 선도농가가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높은 수확률의 종자나 좋은 관개조건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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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쌀 직불제(direct

- (

에는 분명하지만

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

payment incentive)

에 의하면 쌀의 생산성과 직불제 운영은 직접적

WTO

인 연관이 없음이 밝혀졌음. 관련하여 의견을 물어봄.
응답) 세계적인 맥락은 그렇다고 해도, 네팔 국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 (

때는 여전히 충분한 쌀 생산이 필요한 실정임. 네팔은 국내 쌀 소비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정량을 꾸준히 수입하고 있음. 더불어
최근의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농가인구 또한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어,
주곡으로서의 쌀 자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네팔 정부에서
는 1년 2모작이 가능한 쌀 종자(Satey

의 재배를 독려하고 지원하고

rice)

자 계획하고 있음.
질문) 식량안보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식량 접근성, 활용도, 안정성

- (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고 있는데, 네팔의 경우 식량안보를 어떻게 측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함.
응답) 식량의 절대 생산량은 식량안보의 한 측면일 뿐이지만, 현재는 대개

- (

식량의 생산 측면에 식량안보 측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 하지만 다른
요소들도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네팔의 경우도 전체

개 주(district) 중에

75

개의 주가 식량안보

31

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식량자원의 분
배와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의견) 수치의 단위 명시, 분석

- (

Tool

등을 보다 명확히 언급해 줄 것을

요청함. 더불어 상황 분석과 연구 결과 간에 보다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
여줄 필요가 있음. 일례로 농가 수입 증대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
뢰도 있는 독립변수가 필요한데 현재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음. 정량
적인 통계 근거 제시가 어렵더라도 정성적인 근거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의견) 제시된 9개의 제안사항(interventions)의 우선순위가 설정될 필요가

- (

있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 중 단기 계획의
경우 이행방식 및 실행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
음.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사실, 즉 이전 연구와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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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필요가 있음.
의견)

- (

KAPEX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물인 사업 제안서(Project

정책변화(Policy

와

Proposal)

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또한 자

Change)

료상에는 투입비용과 농가소득이 비례관계로 드러나는데, 이는 보통의
경우와 다르므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응답) 비용과 소득간의 비례관계는 현재 투입요소가 상당히 열악하기

- (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생산성 및 품질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함. 또한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상에는 쌀 관련 관개 사업
과 채소 관련 시장 접근성 향상 사업에 대한 제안 내용이 포함될 예정임.
- (

질문) 생산성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화학비료 및 살충제의 안정성 문제

가 대두함에 따라 유기질비료(microorganism) 등의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는데, 네팔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함.
응답) 현재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화학비료 사용비중을 줄이는 등의

- (

방안을 적용하고 있음.

□ 발표

2.

우즈베키스탄 체리 가치사슬 구축(Boris

Gojenko,

우즈베키스탄 중

앙아시아 물위원회 지역 간 조정 과학정보센터 연구원)

◦ 우즈베키스탄 체리 산업의 현황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 주요 과일 생산 국가로,

년 기준

2016

세계 6위의 체리 생산 국가임.
-

우즈베키스탄은 체리 재배에 적합한 기후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일
산업은 우즈베키스탄 농업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 또한
우즈베키스탄 체리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체리 산업은 현재 생산 부문에 과다하게 집중되
어 있으며, 수확 후 관리, 저장 및 포장 부문이 열악한 상황임. 이에 따른
수확 후 손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수확 후 관리 및 저장 부문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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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소개
-

연구 목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kand) 지역 내 체리산업 가치
사슬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마르칸트 지역 내 체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체리 산업 부문에서의 문제점 및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자 함. 이를 통해 체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한 잠재적 파트너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가치사슬 분석을 위하여 2차 데이터 수집, 지도화 및 정량적
분석, 경제성 분석을 통해 데스크 리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및 시장
분석을 통한 현장 연구를 진행하였음.

-

연구 내용: 품목, 가격, 시장 판매 및 유통 경로, 제품 홍보, 기타 부문(직
업 창출, 기술, 투자유인도) 에 대한 분석 진행

◦ 우즈베키스탄 체리 산업화를 위한 방향
-

시범 온실 체리 과수원 설립

-

기존의 체리 과수원을 대체하기 위한 한국의 수요가 높음 체리 품종 재
배를 위한 시설 설립

-

체리 재배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

-

체리 재배 후 수확 후 관리, 분류, 라벨링, 포장 및 저장을 위한 적절한
규모의 시설 설치

-

체리 연구를 위한 연구시설 설립

◦ 질의응답
- (

질문) 온실재배(Greenhouse

farming)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충분한 경쟁

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듦. 온실재배는 노지재배에 비해 비용이 더
소요됨. 또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제시했지만, 한국 또한 체리
온실재배 관련한 경험이 충분치 않음.
응답) 현재 우즈벡에는 온실재배 형식이 존재하지 않음. 온실재배 기술

- (

도입 시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 효과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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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관련 비용의 계산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음. 한국의 경우 체리 온실재
배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과와 배 온실재배 전문가가 존재하며 이를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질문) 일반 농장(farm)이 소규모 농가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 (

그 이유가 무엇이며 수익수준의 향상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함.
응답) 소규모 농가(Dehkhan

- (

의 경우 주거지와 농장이 매우 가까이

farm)

위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하며,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
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음. 일반 농장(farm)의 수익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요 기계시설(분류, 포장 등)
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방법이 있음.
- (

질문) 생산자 그룹 별로 판매 가격이 같은지, 농장 노동자의 임금은 비

용 분석에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함.
- (

응답) 생산되는 체리는 모두 같은 종이기 때문에 가격도 같음. 노동자

임금의 경우 소규모 농가는 가족농이기 때문에 따로 임금이 포함되지 않
았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임금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음.
의견) 현재 발표 내용은 모두 연구 결과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음. 상황

- (

분석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언급하여 논리
적 근거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사업제안서에는 사업의 주요 부
문 및 활동 등이 명확히 분류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질문) 수확 후 손실 관리 및 체리 수출 규모 관련하여 겪고있는 문제에

- (

대해 질문함.
응답) 연구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고, 응답이 어려움.

- (

□ 발표

3.

콜롬비아 꾼디나마르까 주 우바떼 시의 소규모 우유 생산자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보 및 식량영양안보 강화(Sara
Eloisa del Castillo Matamoros,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개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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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2015

년 기준 콜롬비아 전체 인구의 약

는 꾼디나마르까

5.6%

에 거주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낙농업 중심지인 우바떼 시 내 거주민
의

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식량안보계획

57.8

2012-2019(National Plan of Food Security 2012-2019)

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 거주민의 식량 및 영양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삶
의 질 향상 및 사회적 평등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콜롬비아 우바떼 시 소규모 우유 생산자 조직의
식량 및 영양 상태를 진단하고, 지역 내 영농교육의 현황 및 이와 관련된
조직적 활동을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통해 우유 생산자 조직의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소규모 우유 생산자 조직의 환경적 상황 및 건강 및 삶의 질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지수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설문
조사, 초점그룹면담(FGD), 그리고 관찰 조사를 진행함.

◦ 연구 결과
-

우바떼 시 약

55.9%

농가는 식량 안보와 관련된 문제점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이들의 거주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에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상황으로 이
는 젊은층의 도시 이주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바떼 시 내 농촌지역에서 열악한 기초 편의시설, 농가의 낮은 교육 수
준 등은 이들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농민 학교(Peasant

과 같은 영농교육 수단

School)

이 필요한 상황임.

◦ 질의응답
질문)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우유 소비가

- (

91%

수준인데, 제언 사항에

자가 소비량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두 내용이 상충되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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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 농가의 우유소비 관련 질문은 단순한 우유소비 여부에 대한 질문

으로,

91%

의 농가가 생산량의 일부를 가정 내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의

미임. 하지만 그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이를 늘릴 필요가 있음을 제언함.
질문) 연구 주제가 식량 “주권(sovereignty)”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보다

- (

·

자세한 설명을 요구함. 또한 농가의 수익 비용 분석 수준에 대해 질문함.
응답) 실제로 국가에서 집행하는 식량 안보 정책만으로는 식량 안보를

- (

보장할 수 없음. 따라서 생산자가 생산방법, 생산 작목 등에 대해 보다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식량 주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됨. 본

·

연구에서는 농가의 수익 비용 분석 관련하여 초점을 두지는 않았으며 소
규모 농가의 사회적 중요성에 초점을 둠. 실제로 소규모 농가는 전체 낙
농농가의

80%,

국가 우유 생산의

를 차지하며, 이는 소규모 농가가

37%

국가 식량주권 및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줌.
의견) 식량 주권과 관련하여 한 가지 설명을 보태자면, 콜롬비아의 경우

- (

국내 우유생산량을 통해

의 자급이 가능할지라도

100%

에 의해 일정

FTA

량의 우유를 필수적으로 수입해야 함. 이에 국내 소규모 농가들이 값싼
수입 우유와 경쟁하기 위한

1)

농가 경쟁력 향상,

2)

농가 조직화,

식량

3)

안보 보전(영양)을 제언사항으로 제시한 것임.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은
소규모 농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서 이미 주제로 다
루어 진 바 있으며, 교육 시행 이후 실제로 교육 참석자들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정책적인 영향력 또한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의견) 현재 콜롬비아의 경우 낙농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 또한

영양불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다
양화(diversification)’ 또한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제시된 제안사항들을 분류하고 요약하여 정책 결정자들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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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2018 KAPEX 사업 주제 발표

□ 발표

1.

캄보디아 옥수수 품종개발 및 교잡종 생산체계 확립(Prak

Cheattho,

캄보디아 농업청 부청장)

◦ 캄보디아 농업발전계획
-

소개

2014-2018

경쟁력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식량 안보 달성을 통한 캄보디아
국민의 영양 및 살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농업 부문의
기술적 혁신 및 제도적 발전을 통한 농업 부문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

캄보디아 농업발전계획

의 핵심 방향은 성장, 고용, 평등, 그리고

2014-2018

효율성으로 국가경제성장률은
-

농업 부문의 경우
세부 목표로

1)

양식업의 촉진,

로 유지하고, 빈곤율을 감축시키고자 함.

7%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5%

농업 생산성 향상, 품목 다각화 및 상업화,
3)

지속가능한 수산 및 산림 자원 관리,

4)

2)

축산업 및

제도적 정비를

통한 정부 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 및 인적 역량 강화가 존재함.
-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및 상업화,

2)

가축 생산 및 건강,

가능한 산림 및 야생자원 관리,

3)

5)

농업 생산성 향상, 품목 다각화

1)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4)

지속

제도적 역량 및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

강화,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등이 존재함.

◦ 캄보디아 농업 현황 설명
-

캄보디아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농업의 비중은
2014

-

년

28.25%,

농업 인구 비중은

그리고
년

2009

2016

년

30.51%,

로 감소하였음.

26.30%

에서

57.6%

년

2014

년에 들어와

2014

로 감소하였

56.9%

으며, 농업 부문에서 작물 재배 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캄보디아 농업의 경우 현재 열악한 가치사슬, 농가의 신품종, 농업기술
및 영농교육으로 저조한 접근성 문제 등이 주요 해결과제로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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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품종개발을 통한 기대효과 및 한국과의 농업 부문에서의 기술적 협력 강조
-

단기간 내 옥수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옥수수 품종개발이 필수적
이며 이를 통해 수입품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특히 옥수수 교잡종 생산체계 확립은 캄보디아 농업 부문의 기후 회복력,
병해충 대응력, 그리고 가뭄 저항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발표

라오스 농업협동조합 정책(Sengpaseuth

2.

Rasabandith,

라오스 농림부

농업지도 및 협동조합국 국장)

◦ 라오스 농업발전전략
-

2025

소개

식량 안보 강화,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 안전하고 지속가능성 있는 농업
발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농업 기반 마련 등을 목표로 함.

-

라오스 농업 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민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임.

-

라오스 농업발전전략

에 따르면 라오스 농림부는 식량 안보 강화 및

2025

농산물 생산 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민 조직 및 협동조합 형성을 우
선적 수요로 인식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년

- 2013

KAPEX

프로그램을 통해 라오스 농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 민간부문, 비영리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한국의 농
업협동조합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라오스 농업협동조합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연구의 목적:

→ 단기

:

라오스 비엔티엔 수도, 비엔티엔 주, 캄무안, 참파삭 주를 대상

으로 농업협동조합 설립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연
구를 진행하고, 기존의 라오스 농업협동조합 정책 및 발전전략을 검
토함. 또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농업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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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선정된 지역 내 적합한 농업협동조합모델
을 개발하고, 나아가 향후 한국 정부의

→ 장기

:

ODA

사업으로 제안하고자 함.

라오스 농업협동조합 정책 수립 및 제도적 환경 조성, 농업협동

조합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성공적인 농업협동조합 모델의 확대, 라
오스 농업협동조합 법 제정
-

연구 기간 및 구성: 연구 기간은 총

12

개월(2018년 1월~12월)이며 수행

기관은 라오스 농림부 산하 농업지도 및 협동조합국(Department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operatives)

of

임.

◦ 연구의 구성
- KREI

와의 지난

KAPEX

사업을 통해 라오스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년 농업지도 및 협동조합국은 2개의 정

2014

책협의안(라오스 농업협동조합에 관한 합의서
자조직의 수립

농민생산

No.2983/MAF,

가 마련되었음. 이를 통해 라오스 전체

No.2984/MAF)

개의 농민조직 중

3,630

개의 농민 조직 및

332

개의 농업협동조합이 공

16

식적으로 등록되었음.
-

그러나 지난

KAPEX

사업을 통해 9개월의 공동연구기간이 짧은 뿐더러

여전히 라오스 농업협동조합은 신용 및 시장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함.
-

따라서 조사대상지역 내 한국-라오스 간 공동 설문조사 진행하고 공동연
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라오스농업협동조합 관련 연구보고서의 작성, 정부 관계자 및
농민 지도자의 역량 강화, 향후 한국-라오스 간 농업협동조합 관련

ODA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라오스의 농업협동조합 정책의 개선
등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발표

3.

몽골 축산업 생산성 부가가치 향상 및 수출역량 강화(Uyanga
몽골 농식품경공업부의 할흐골지역 국제협력전문가)

Ganbaa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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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제안

1:

할흐골 지역 농업 모델의 역량 강화 및 경제 발전(Improvement
of Capacity of the Khakh Gol Model Farm and Generation of
Economic Turnover)

년 몽골 할흐골 지역정부의 결의안

- 2016

#46

및 중앙정부 결의한

따르면 국가창조설립을 위한 할흐골 지역(Khalkh

#328

에

Gol Zone for National

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국내 및 외국인 투자,

Creation and Establishment)

공여기관, 지방 및 중앙 정부의 투자를 통해 약

만

50

에 이르는 지역에

ha

환경 친화적 및 수출지향적인 축산업 및 재배업의 발전, 인프라 개발, 제
조업, 그리고 관광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할흐골 모델 농장 설립은 몽골정부행동계획
환으로

2010

년 정부 결의안

농식품경공업부와 한국

No. 97

의 이행을 위한 일

2008-2012

을 통해 승인되었으며,

2011

년 몽골

와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 이에 따라

KOICA

축산 및 작물 재배 혼합형의 모델 농장 설립이 개발되었으며, 기술적 원
조로 4백만 불의 예산이 지원되었음.
-

할흐골 모델 농장 설립의 목적은 육우 품종의 개선, 가축 등록, 사료 작
물 및 종자 재배, 기술 및 연구 활성화 등을 포함함. 구체적인 사업 구성
요소로 육우 및 젖소 농장, 창고 및 사무시설의 설립, 지하 토양 재배를
위한 온실 설치, 조사료 및 초지 작물 재배를 위한 관개 재배지 확보, 트
렉터 및 기타 장비시설의 도입 등을 포함함.

◦ 사업소개
-

집행기관: 몽골 농식품경공업부

-

수행기관: 할흐골 지역 국가창조설립부

-

사업기간:

2019-2023

-

사업예산:

75

만 3천 불

◦ 사업 배경
-

몽골정부행동계획

2016-2020(Action Plan of the Government of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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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농업 부문의 발전 계획은 효과적인 축산업 발전을 통

2016-2020)

한 육류 제품 수출의 활성화 및 목축업자의 소득 증대, 축산업의 생산성
증대, 가축 유전자원 보호, 과학적 방법을 통한 인공수정 활성화, 생명과
학기술의 도입, 농촌 지역 내 종축 목장의 개발 및 집약적 축산업의 발
전,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작물 재배를 통한 식량 자급 달성, 토질 관리 및
우량품종 개발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포함함.
-

몽골의 지속가능한 개발 비전

2030(Mongolia Sustainable Development

에 따르면 인구 집중화 현상 및 시장 수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집

Vision)

약적 축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며, 이를 통해 육류 제품의 공급, 저장 및
운송 네트워크를 개선하고자 함.
-

이로 미루어 볼 때 할흐골 지역 내 축산업 및 재배업 혼합 농업을 통해
몽골 농업의 발전 및 경제적 기회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사업 목적
-

기술 도입을 통한 시장 수요에 부합한 우량 육우 품종의 선정 및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육우 품종 개발

-

할흐골 동부 지역(Dornon

Province)

내 재배 가능한 종자 및 품종 보급을

통한 종자 수입 의존도 감소 및 극심한 기후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
-

농산물 재배 활성화 및 품목 다각화

-

할흐골 모델 농장 내 교육 및 농업 연구 시설 설립을 통한 농기업의 농업
기술 교류 활성화

◦ 사업 구성 요소
-

목축 사육을 위한 소와 양의 단기간 수정 기술 도입

-

다중 회전 관개(multiple

을 통한 밀, 사료 작물, 보리,

rotation irrigation)

알파파 및 대두의 재배
-

할흐골 모델 농장에 기반한 수의 및 검역 시설 설립

-

유제품 가공 시설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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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 건조 및 가공을 위한 탈곡장 설립

-

종자 보관을 위한 저장 시설 설립

-

할흐골 모델 농장의 역량에 기반한 사료 공장 건설

-

작물 생산을 위한 바이오 비료 공장 건설

-

집약적 육류 가공 공장 및 도살장 건설

-

국내 및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통한 우호적 환경 조성

-

바람에 의한 부식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양묘장 건설

◦ 사업 제안

2:

몽골 축산업 생산성 부가가치 향상 및 수출역량 강화(Enhancing
Export

Capability by Improving the Value Chain of

Livestock

and Crop Production in Mongolia)
-

사업 집행기관은 몽골 농식품경공업부, 수행기관은 할흐골 지역 국가창
조설립부, 사업기간은

-

2018-2020,

총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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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천 7백 불임.

사업 목적: 몽골 동부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이고 검역
기준에 부합한 축산업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임.

◦ 사업 구성 요소
-

목표 시장을 겨냥한

년간 전망 수립, 투자 분석 및 재원 조달 방안 모색,

-

할흐골 지역 내 생산, 서비스 및 검역 지대 내 필요한 기술 및 건설 수요 파악

-

무역 파트너와의 협력 방향 모색, 검역 지대의 개발을 위한 정책, 규제,

10

일반적 체계, 및 기준 지표 등을 개발, 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체계 구축, 검역 활동을 감독 및 관리할 수 있는 행동 계획 수립
-

농업 생산을 위한 가축, 투입재, 산출물 및 경제적 효과의 추정, 수출입
및 투자수요 관리

◦ 기대효과
-

할흐골 지역 내 축산업의 질병 감소 및 검역 시스템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

몽골 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한 품목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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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모색
-

몽골 동부 지역 내 농업 발전을 통한 국제적 수준으로의 부합 및 몽골
육류제품의 인접 국가로의 수출 증진

3.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장기연수)

3.1. 연수구성
3.1.1. 추진배경

○ 한국 농업발전경험 공유를 통해 개도국 공무원들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
○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중장기 추진계획 에 따른 연수사업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연구원의 교육 및 연수 기능을 강화하고
Academy'

‘KREI

설립 추진을 위한 경험과 인프라 구축

3.1.2. 연수 기간 및 인원

○ 연수기간

:

○ 연수인원

약 3개월

: 2017

년

(2017.06.12.~2017.09.14.)

KAPEX 3

개 대상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공무원 및 연구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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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참가자 명단
성명

소속 및 직책

학력

Shova Dhakal

네팔 농업개발부(MoAD)
식량안보농산업진흥환경과,
농업지도공무원

Tribhuwan 대학교,
농경제학, 학사

Sandesh Dhital

네팔 농업개발부(MoAD)
식량안보농산업진흥환경과,
농업담당관

Tribhuwan 대학교,
원예학, 석사

Surendra Subedi

네팔 농업개발부(MoAD)
국제협력정책조정과(PICCD),
농업담당관

네팔 농업산림대학교,
식물병리학, 석사

Salomat Abduramanova

우즈베키스탄 Makhumd Mirzaev
원예실험연구소,
생체외실험실장

Tashkent 주립 농업 대학교,
농업토지화학, 학사

Chulpanoy Kahkabaeva

우즈베키스탄 Makhumd Mirzaev
원예실험연구소,
농업기술연구원

Andijan 농업 연구소,
농공학, 석사

Ilkhom Isakdjanovich Ibragimov

우즈베키스탄 국제금융공사(IFC),
유라시아 지부,
경제학자

Tashkent 관개 기술 연구소,
수자원 관리, 석사

Fabian Ardila-Pinto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강사 및 연구원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

Jennifer Guzmán Romero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강사 및 연구원

Exeter 대학교,
식량안보학 석사

William Pederaza Martinez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연구원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식량 안보학, 석사

3.1.3. 연수 구성

○ 목표

:

농업 분야 전문가의 정책강의 및 현장강의, 농업정책 반영 현장학습과

심층적인 개별 연구를 통해 연수생의 정책 수립 및 추진 역량강화

○ 연수생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제공

,

연수결과 활용도 제고 중심 연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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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프로그램 구성안
구성요소

내용

오리엔테이션

Ÿ 사업소개, 한국 생활 및 문화 소개, 특별강의 4강

KAPEX 강좌 개설

Ÿ 원내·외 전문가 활용
Ÿ 총 30강 (농업·농촌 정책 교육프로그램 26강, 특별강의 4강)

특별활동

Ÿ KAPEX 대상국 초청연수 참가, 문화체험 프로그램

버디프로그램

Ÿ KAPEX 행사 참여, 소그룹 모임, 전체 모임

개별연구

Ÿ 연구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실시
Ÿ 각 국가별 관심분야 연구보고서 발간

<표 2-22>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강의 프로그램 개요
분류

농업·농촌 정책
교육프로그램

분야

정책강의

현장강의

현장학습

합계

<농업경영기술/농촌개발>

7강

4강

4강

15강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2강

3강

3강

8강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0강

2강

1강

3강

특별강의

4강

합계

9강

9강

8강

3.2. 연수 절차
3.2.1. 연수생 선발

○ 장기연수생 자격요건
-

농업 분야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

-

영어로 의사소통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자

-

농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업무 종사자

-

해당국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에 이상이 없는 자

3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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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생 선발 절차
연수 후보자 명단 및 신청서 요청
2017.01.31.
↓
KAPEX 사업 정책협의: TOR 서명, 연수 후보자 인터뷰 및 연수생 최종 선정
2017.02.10. (네팔), 2017.02.09. (우즈베키스탄), 2017.03.08. (콜롬비아)
↓
연수생 초청 레터 발송
2017.05.17.
↓
연수생 입국
2017.06.11.

3.2.2. 연수생 지원

○ 연수 진행을 위한 전반적인 체제 지원
-

입국, 생활, 연구, 업무, 교육 등 연수 및 생활 체제 지원
<표 2-24>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생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분야

분류
항공권

입국
지원

생활
지원

연구
지원

사증발급

세부 내용
1. 여권 사본 수령

Ÿ 여권 정보 입력을 통한 e-ticket 예약, 발급

2. 비자 발급

Ÿ 비자발급 시 e-ticket 사용 가능

3. 항공권 제공

Ÿ 발급된 왕복 e-ticket 전달

1. 네팔

Ÿ 여권, 사증발급인정번호, 사증발급신청서, 비자발급비(6000루피)

2. 우즈베키스탄

Ÿ 여권, 사증발급인정번호, 사증발급신청서, 비자발급비(70$)
※ 현지사정으로 인한 사증발급지연으로 현지대사관에 협조공문 발송

3. 콜롬비아

Ÿ 여권, 사증발급인정번호, 사증발급신청서

외국인등록

Ÿ 외국인 등록 비용지원
Ÿ 여권, 여권사진 1부, 통합신고서, 초청장(경비부담확인서) 각 1부,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숙소

Ÿ 총 4개 숙소 (2인실 3개, 3인실 1개) 및 침대 지원

의료보험

Ÿ 동부화재해상보험 인바운드 유학생보험 (2017.07.05. ~2017.09.15.)

체제비

Ÿ 6월 체제비 기준: 30,000원(1일 일비, 식비) × 20일 = 600,000원
Ÿ 7,8월 체제비 기준: 30,000원(1일 일비, 식비) × 30일 = 900,000원
Ÿ 9월 체제비 기준: 30,000원(1일 일비, 식비) × 15일 = 450,000원

연구자료

Ÿ 연수생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 (연구원 및 현장 방문기관 소유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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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분야

업무
지원

교육
지원

분류

세부 내용

연구자문

Ÿ 국별 자문 담당 연구위원 배치 및 자문회의 실시
Ÿ 세부자문을 위한 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개최

사무실

Ÿ 사무실 총 3곳 제공 (2인실 2곳, 3인실 1곳)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Ÿ 유선전화, 프린트, 각종 사무실 용품 제공

차량

Ÿ 연구원과 거리가 먼 숙소를 위한 출근 차량 제공

사전정보

Ÿ 연수 전 주제, 일시, 장소, 강의자 등 세부 연수계획서 제공

연수자료

Ÿ 연수 전, 후로 강의 자료 및 교육 결과 상시 공유

통역

Ÿ 현장 방문 시 전문 내용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한-영 전문 통역사 의무적 제공
Ÿ 정책 강의 시 강의 내용 전달의 명확성 향상을 위한 한-영 전문 통역사 선택적 제공

식사

Ÿ 현장 방문 시 이동시간 포함한 일정에 식사 시간 (12:00~1:00, 18:00~)이 포함된다면 점심식
사 혹은 저녁식사 지원 실시

차량

Ÿ 나주 및 광주 시내 이동은 연구원 차량을 이용
Ÿ 연수 활동으로 나주 및 광주 외 지역 이동 시 20인승 대절 버스 제공

3.2.3. 연수 전체일정
<표 2-25>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전체일정
일정

3주차
(6.11.~6.17.)
오리엔테이션

5월

4주차
(6.18.~6.24.)

내용
6.11.(일)

장기연수생 입국

6.12.(월)

CIAP 간담회
입교식
외국인 등록 및 사무용품 구매

6.13.(화)

KAPEX 소개,
[특별강의1] 한국문화 및 한글 강의
[버디프로그램1]Buddy와의 첫 만남

6.14.(수)

개별인터뷰
[특별강의2] 한국경제발전경험

6.15.(목)

[개별연구] 국별연구진 회의 - 우즈베키스탄

6.16.(금)

[개별연구] 국별연구진 회의 - 네팔

6.19.(월)

[개별연구] 국별연구진 회의 - 콜롬비아

6.20.(화)

[현장강의1] 농업기술지도보급 - 농촌진흥청
[현장강의2] 채소생산기술보급 - 농촌진흥청
[현장학습1] 쌀생산기술보급 - 농촌진흥청

6.21.(수)

[현장강의3] 농촌지역개발사례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6.23.(금)

[특별활동] KAPEX 초청연수 수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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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5주차
(6.25.~6.30.)

2주차
(7.2.~7.8.)
3주차
(7.9.~7.15.)

7월

4주차
(7.16.~7.22.)

5주차
(7.23.~7.29.)

6주차
(7.30.~7.31.)
1주차
(8.1.~8.5.)
2주차
(8.6.~8.12.)
8월

3주차
(8.13.~8.19.)
4주차
(8.20.~8.26.)
5주차
(8.27.~8.31)

9월

1주차
(9.1.~9.2.)
2주차
(9.3.~9.9.)

내용
6.27.(화)

[현장강의4] 스마트팜 -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전남농업기술원, 딸기농가

6.28.(수)

[정책강의1] 한국농업발전과 정책 (오세익)

6.29.(목)

[현장학습2] 농산업화-구례자연드림파크

6.30.(금)

정기휴가

7.4.(화)

[정책강의2] 농업인력육성정책 (마상진)

7.5.(수)

[정책강의3] 농업·농촌 6차 산업화 정책 (김용렬)

7.6.(목)

[정책강의4] 농촌발전정책 (박시현)

7.11.(화)

[현장학습3] 미곡종합처리장 - 라이스프라자RPC
[현장학습4] 농산물직매장 - 라이스프라자 광주직매장

7.13.(목)

[현장학습5] 농업구조개선 - 새만금 홍보관 및 33센터

7.18.(화) ~
7.20.(목)

[특별활동] 콜롬비아 장기연수생 초청연수 참가

7.18.(화)

[정책강의5] 한국의 쌀 산업현황과 정책방향

7.19.(수)

[현장강의5] 농산물품질관리 및 안정성 정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현장강의6] 한국농식품검역정책경험 - 국립농림축산검역본부

7.20.(목)

[현장강의7] 한국종자산업현황 – 국립종자원

7.24.(월)

[특별강의3] 국제통상

7.25.(화)

[정책강의6] 한국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임정빈)

7.26.(수)

[정책강의7] 한국재해보험경험
[정책강의8] 한국농지정책발전경험

7.28.(금)

정기휴가

7.31.(월)

[버디프로그램2] 문화토론모임

8.3.(목)

[개별연구] 장기연수 중간보고회

8.4.(금)

[현장강의8] 한국축산업역사와 종자개량 - 순천대학교
[현장강의9] 축산물이력제 - 순천대학교

8.10.(목)

[현장학습6] 농가조직(들녘별공동체) - 영실한우영농조합법인

8.11.(금)

[특별강의4] 북한농업

8.14.(월)

여름휴가

8.15.(화)

광복절

8.16.(수)

[현장학습7] 과수 가공/유통 - 나주배원예농협

8.17.(목)

[현장학습8] 축산업협동조합 - 당진낙농축협

8.21.(월)

[정책강의9] 농업협동조합정책

8.28.~9.1.

개별연구 집중기간

9.5.(화)

[개별연구]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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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3주차
(9.10.~9.16.)

내용
9.11.(월)

[버디프로그램3] Wrap-up Session

9.12.(화)

[특별활동] 원장간담회
[특별활동] 문화체험

9.14.(목)

졸업식

9.15.(금)

장기연수생 출국

3.3. 연수 진행
3.3.1. 농업·농촌 정책 교육프로그램

○

한국 농업정책 사례를 통한 개도국 농정수립 역량강화”라는 대 주제 아래,

“

3

개 분야별로 정책강의 및 현장강의 총

18

강, 현장학습 8강, 특별강의 4강

으로 구성

○ 교욱과정 체계화를 통해 표 과 같이 개 분야 및 특별강의로 구분하여
한국 농·축산업 정책 현황에 관한 내용 등을 전수
<

-

3-1>

3

원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강의 및 현장학습의 비중으로 높임으로써 한국
농업정책의 실제 적용사례 등의 경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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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농업·농촌 정책 교육프로그램 개요
농업·농촌 정책 프로그램

분야

정책강의
Ÿ
Ÿ
Ÿ

농업
경영
기술
/농촌
개발

Ÿ
Ÿ
Ÿ
Ÿ
Ÿ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Ÿ

Ÿ

한국의 쌀 산업현황과 정책방향
(박평식)
한국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임정빈)

Ÿ

Ÿ
Ÿ
Ÿ

Ÿ

Ÿ
Ÿ
§
§
§
§

농업기술지도보급
- 농촌진흥청
채소생산기술보급
- 농촌진흥청
농촌지역개발사례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스마트팜
-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전남농업기술원

현장학습
Ÿ
Ÿ
Ÿ

Ÿ
Ÿ

Ÿ

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특별강의

현장강의

한국농업발전과 정책
(오세익)
농업인력육성정책
(마상진)
농업·농촌 6차 산업화 정책
(김용렬)
농촌발전정책정책
(박시현)
한국재해보험경험
(최경환)
한국농지정책발전경험
(박석두)
농업협동조합정책
(박성재)

농산물품질관리 및 안정성정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식품검역정책경험
- 농림축산검역본부
종자산업
- 국립종자원

Ÿ

한국축산업역사와 종자개량
- 순천대학교
축산물이력제
- 순천대학교

Ÿ

Ÿ

벼생산기술보급
- 농촌진흥청
농산업화
– 구례자연드림파크
농업구조개선
– 새만금홍보관,
신시도33센터
농가조직화 (들녘경영체)
- 영실영농조합법인
과수 가공/유통
- 나주배원예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 라이스프라자 RPC
농산물직매장
– 라이스프라자 광주직매장

축산업협동조합
– 당진낙농축협

한국어강의 (하현희)
한국경제발전경험 (한승희)
국제통상 (송주호)
북한농업 (권태진)

가. 정책강의
○ 각 분야별 현황 및 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원·내외 전문가에 의해 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로 연수생 관심분야 및 연구주제와 밀접한 정책강의를 총
강 실시

9

○ 연구원 출신 전문가를 적극 활용
-

총 5명(명예퇴직자 4명): 오세익, 최경환, 박석두, 박성재, 임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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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정책강의 프로그램 개요
분야

강 의 명

농업경영기술 /
농촌개발

농산물 생산 /
가공 / 유통

농업경영기술 /
농촌개발

내용

강사진

제1강. 한국농업발전과 정책

과거 한국농업정책 전략과 현재 한국농업
현황 및 정책 도전과제

오세익

제2강. 농업인력육성정책

농업지도 정책의 역사와 농업인력 개발정
책 및 시스템 현황

마상진

제3강. 농업·농촌 6차 산업화 정책

6차 산업의 정의와 한국 6차 산업 정책
연혁 및 성공사례

김용렬

제4강. 농촌발전정책

새마을 운동으로 출발한 한국 농촌개발정
책의 역사

박시현

제5강. 한국의 쌀 산업현황과 정책방향

한국 쌀 산업과 정책 현황 및 쌀 산업 육
성을 위한 중점과제

박평식

제6강. 한국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

한국 농식품 시장 및 수출 현황과 문제점
및 성장 전략

임정빈

제7강. 한국재해보험경험

한국농업보험 종류와 유형 설명 및 성과
와 향후 과제

최경환

제8강. 한국농지정책발전경험

농지법의 정의 및 주요 내용 6가지와 현
행 과제

박석두

제9강. 농업협동조합정책

한국농업협동조합정책 연혁과 농협 특성,
역할 및 성과

박성재

나. 현장강의
○ 각 분야별로 정책이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기관 담당자 농업인 등에
,

의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로 연수생 관심분야 및 연구주제와 관련한
기관과 조직을 중심으로 총 9강을 실시함.
<표 2-28>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현장강의 프로그램 개요
분야

농업경영기술 /
농촌개발

내용

강사진

제1강. 농업기술지도보급
- 농촌진흥청

강 의 명

한국 농업지도보급체계와 농진청 실시 지도보
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소개

유승오

제2강. 채소생산기술보급
- 농촌진흥청

한국 채소시장과 통용되는 채소재배기술 및 최
신 연구 동향

이희주

제3강. 농촌지역개발사례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완주군 지역농업모델
설명 및 조합 농가 방문

안대성

제4강. 스마트팜
-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전남농업기술원

스마트팜 지원 정책 소개 및 연구소 시설과
ICT 지원센터 및 수혜농가 방문

서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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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강 의 명

농산물 생산 /
가공 / 유통

축산물 생산 /
가공 / 유통

내용

강사진

제5강. 농산물품질관리 및 안정성정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품질관리 및 GAP 제도와 안정성 조사
과정 설명, 시험연구소 견학

김재곤

제6강. 한국농식품검역정책경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정과 농산물 수입 현황 및 절차 강
의, 검역본부 연구소 및 온실 견학

노수현

제7강. 한국종자산업현황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 동향 및 발전전략 제시, 종자 연구 및
보관실과 시험온실 견학

박찬웅

제8강. 한국축산업역사와 종자개량
- 순천대학교

한국 축산업 발전 연혁 및 축산업 현황과 주요
가축의 종축개량 현황

서강석

제9깅. 축산물이력제
- 순천대학교

축산물이력제 정의와 한국 축산물이력제 연혁
및 단계별 세부내용 설명

서강석

다. 현장학습
○ 각 분야별 한국농업정책이 적용된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견학하
고 체험하는 등, 강의주제 및 연수생 연구주제와 관련한 기관 및 조직을 중
심으로 총 8강을 실시함.
<표 2-29>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요
강 의 명

내용

제1강. 쌀생산기술보급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 과학관 및 국립식량과학원 쌀시험재배포 등, 견
학을 통해 쌀 재배기술 및 품종 연구개발과 보급 현황 파악

제2강. 농산업화
- 구례자연드림파크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공방 및 친환경채소단지 방문을 통해 대한
민국 내 이상적인 농산업화 사례를 경험하고 이해함.

제3강. 미곡종합처리장
- 라이스프라자RPC

㈜라이스프라자에서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견학하여
쌀 가공 시설 및 현장 경험

제4강. 농산물직매장
- 라이스프라자 광주직매장

농산물 직매장 방문을 통해 농산물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생산자
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이 되는 성공적 유통구조를 배움.

농업경영기술/농촌개발

제5강. 농업구조개선
- 새만금 홍보관, 33센터

새만금 홍보관 및 신시도 33센터 방문을 통해 새만금종합개발사
업 연혁 및 구성과 종합관리시스템 등, 성공적인 농업구조개선 사
례 학습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제6강. 농가조직(들녘별공동체)
- 영실한우영농조합법인

들녘경영체지원사업을 통한 정부의 농가조직 규모화 정책을 이해
하기 위해 영실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공동육묘장, 공동방제시
설 및 한우농가 등 견학 실시

농업경영기술/농촌개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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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명

내용

제7강. 과수 가공/유통
- 나주배원예농협

농가이익을 위해 설립된 나주배원예농협 내 본부, 배수출지정농
가, 부덕선과장 및 청과물유통센터 등을 방문하여 합리적으로 배
를 생산, 가공하고 유통하는 방식을 이해함.

제8강. 축산업협동조합
- 당진낙농축협

이상적 축산업협동조합 구조를 배우기 위해서 당진낙농축협 내
TMR 사료공장, 자원화 시설, 백주목장 및 집유장 등을 방문하여
당진 지역 낙농업 현황과 가치사슬 구조 파악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라. 특별강의
○ 한국의 경제 문화 생활 등 전반적인 한국정보를 연수생에게 이해시키고 경
/

/

험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강의 4강 실시

○ 연구원 출신 전문가를 적극 활용
-

총 3명 (명예퇴직자): 한승희, 송주호, 권태진
<표 2-30>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특별강의 프로그램 개요

강 의 명

내용

강사진

강의 일정

제1강. 한국어강의

한글 창제역사 및 작동원리 설명, 생활 적용이 수월한 기초 한국어 강의 실시

하현희

6월 13일

제2강. 한국경제발전경험

1990년 이전 한국경제 및 경제발전전략과 인적자본개발 설명

한승희

6월 14일

제3강. 국제통상

세계 무역 동향과 GATT부터 WTO까지 무역협정 및 한국무역정책 설명

송주호

7월 24일

제4강. 북한농업

북한 농업 현황 및 특성과 남북협력 현황, 장·단기 농업 문제 해결 방안 제시

권태진

8월 11일

마. 개별연구
○ 연수생 관심분야 또는 국별 공동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개별연구를 통해서
정책개발 및 수립 역량을 배양하고, 향후 연구결과가 정책입안에 도움이 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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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용
주제: 식량안보와 관련된 쌀 생산 및 유통 시스템: 네팔과 대한민국 간 비교연구
(Policy Recmmendations to Enhance Rice Productivity in Nepal)

네팔

1) 네팔의 문제점
1. 농지제도
- 네팔의 토지소유는 봉건적 형태로 농지가 없는 농민이 26.1%를 차지
- 한 농가당 0.68ha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조각화 현상
- 불균형 개발 및 이주, 도시화와 현대화 농지이용법의 부재에 의한 용도전환과 주거지로의 전환 및 토지 유후
- 약한 지질 구조 및 환경적인 악조건 (산사태, 홍수 등)와 비지속성을 가진 생산 관행으로 인한 농경지 품질 저하
- 59개 농지관련 법령 및 23개 규정이 있지만 정치불안성, 낮은 농업투자, 실행기관간 소통부재로 인해 정책시행이 어려움.
2. 농업기계화
- 토지 조각화 현상 및 제한된 정부 기계화 보조금으로 낮은 구매력의 농민에 의해 농기계 보급이 어려움.
- 맞춤 채용 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 및 AMPP 구현 계획의 명확성 부족
- 전문 기술 인력이 제한되며 수리 및 유지 보수 서비스가 부족함.
- 농업기계화연구개발과 농업기계화기술에 관한 교육지도정책은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임.
3. 농업기술 연구개발
- 빈약한 농업 인적자원 개발 및 비효율적인 농가조직 및 협동조합, 연구개발의 농민 연계성 부족
- 농촌에서 도시로 젊은 인구 이동 증가, 정부와 민간기관 사이의 협력 부족, 부족한 쌀 연구개발 투자
2) 한국사례
1. 농지제도
- 1950년대 성공적인 토지개혁을 통해 농지는 경작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965년에 토지 통합을 시작하여 1972년 농지법 생성을 통해 농지구획을 정리하여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 농지법 생성 이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통해 농업기반건설을 제외하고 농지전환을 엄격히 금지
- 농지사용법에 대한 연구개발 실시로 농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며 과학적 농지사용계획을 마련함.
- 수요기반의 정책수립을 통해 적절한 조직 배치 및 충분한 투자를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 시행
2. 농업기계화
- 협동 / 계약 농업, 토지 금융 및 토지 정리 우선 순위 결정
- 한국의 농업협동조합를 통해 개인농 또는 농기계협동조합 대상 보조금 및 대출 정책 시행
- 정부의 융자지원을 바탕으로 공동농기계사용조직개설 및 구매비용절반지원정책을 통해 농기계 사용 활성화
- 성공적인 5차년도 5개년 농업 기계화 계획을 추진되고 1980년대 제정되어 기계화관련 R&D, 교육지도, 생산공급, 품질관리,
농기계AS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
- 모든 농업고등학교에서 농기계교육은 필수과목이며 4년제 국립대학교에 농기계학과가 존재하고 2년제 농업기술대학이 운영
됨.
- 협동조합 및 국가수준의 서비스 센터가 지역별로 농기계 유지보수관리 실시
- 생산비용 절감, 대규모 쌀 재배, 쌀가공단지 개설을 위해 RDA를 중심으로 농업기계화 연구개발 실시
- RDA 산하 농업기술보급기관은 농기계기술교육 실시하며 특히 농업기술센터 (ATC)는 농기계 활용을 위한 실전교육 실시
3. 농업기술 연구개발
- 1957년 농업교육법을 제정하고 1962 년 농업공동체개발촉진법에 의거 농촌진흥청 (RDA)가 설립되어 R&D 및 농업지도교
육 분야 전문가를 농민에게 제공하며 1970년대 쌀 자급자족을 위해 통일벼기술보급사업을 실시
- 1970 년대 농업인력 및 후계농 부족으로 후계농육성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5000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가로 육성
- 모든 기관의 농업기술보급프로그램을 RDA가 관리감독되는 예산·인력 통합관리 시스템 운용하며 관련표준지침을 배포
- 농업 R&D센터의 기술수요조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지도보급과 연구개발의 투자비율은 약 1:3임.
- RDA는 농업 R & D 및 지도보급을 위한 단일 조직으로 행정 기관과 분리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추진을 위한 토대마련
3) 정책제안
1. 농지제도
- 기반정책 수립을 통해 기존 지주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실시하여 ‘경작자 농지 소유 원칙’에 입각한 과학적인 농지개혁 실시
- 농지 통합 및 농지은행 설립과 농지구획정리를 통한 생산동기부여로 자연스러운 통합 장려 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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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용
- 농지전환을 금지를 위해 정부 통제가 가능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효율적인 기술연구 및 정책투자를 통해 농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저급농지 개간 실시
- 조직 기능 조정 및 투자 우선순위 지정으로 수요를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정책입안
2. 농업기계화
- 협동 및 계약 농업 , 토지 금융 및 토지 정리 우선 순위 결정
- 보조금 수혜자 증가을 위한 종류 확장 및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게 접근성 좋은 대출 시설을 제공
- 지역사회 및 협동조합 관리형 맞춤 채용 센터 홍보
- AMPP 실행을 위한 계획 구체화
- 정부의 민간부문 농기계교육 투자환경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농기계기술교육이 공대에서 우선시되어야함.
- 농기계 판매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함.
- 기존 조직 (AED, NARC) 강화 및 벼 재배지역 중심으로 연구원개설 등, 농업기계화연구를 위한 예산투자 및 인력충원을
충분히 해야함.
- 지역단위로 농기계보급소를 설치해야함.
3. 농업기술 연구개발
- 현재 조직평가 및 재구성을 실시하여 중장기로드맵을 통한 농업인적자원육성마스터플랜을 계획하여 지역농업지도자 육성
- 단계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구성 (교육, 경영지도, 해외연수, 경연대회 등)을 포함한 후계농양성정책 수립 및 실시
- 농업프로그램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해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명확한 권한을 부여해야함.
- 기술수요조사를 토대로 지역조건에 따른 쌀기술개발로드맵을 개발하여 생산량을 근거로 쌀 R & D 투자 개선
- 행정업무 체계와는 별개로 구성되어 지역 및 마을 단위로 연구개발 및 지도보급 센터를 설립해야함.
주제: 콜롬비아 우바떼 지역 소규모 우유생산농가 식량주권 확보와 생산조합 경쟁력 제고 (Learnings from Korean
Cooperatives to Strengthen Food and Nutrition Security (FNS) of Small Dairy Farmers of Ubaté, Colombia)

콜롬
비아

목적: 콜롬비아 Ubate 주의 소규모 낙농가 식량안보개선기여를 위한 한국농업협동조합 특성파악
콜롬비아 소규모 낙농가의 낙농업 및 가치사슬을 소규모 낙농가를 중심으로 설명
가치 사슬, 식량 접근성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농업협동조합사례 도출
Ubaté 주 소규모 낙농가 식량안보 개성을 위한 의사결정과정 제안
방법: 인터뷰, 포커스그룹, 관찰 (현장학습 및 강의), 문헌조사
문제: 소규모 낙농업 관계자가 제시한 식량안보, 시장균형, 유제품경쟁력 문제 분석하여 공공정책약화 및 정치적 의지 약화가
문제로 도출
- 콜롬비아는 가계 식량 안보는 42.7 %, 농촌 가구는 57.5 %이지만 주정부 수준의 정밀테이터 부족
- 유제품은 100% 자급자족이 가능하지만 FTA에 의한 우유수입량 증가로 시장 균형이 악화되고 높은 가격으로 인해 유제품
경쟁력 상실
- 안좋은 가치사슬 구조 및 낙농업 이해관계자 의사소통과 소농의 가치사슬 참여가 부재하여 국내 시장이 침체됨.
기존 낙농업 구조는 협회의 구조로 효과적이지 않음.
제안: 콜롬비아 생산, 가공, 마케팅, 공공정책에 한국협동조합모델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
1) 생산
- 농림업 구조 개선을 통한 수목 활성화
- 식량 다양성 향상 및 유전자원 보호와 종자비용 감소, 종자 보존을 위한 종자 은행 및 “종묘” 공동체 설립
- 시장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족농 생산 다각화
2) 가공
- 유제품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우유 가공 센터 설립
- Cundinamarca 지역과 INVIMA간 협약을 통한 잉여 우유처리를 위한 소형 가공공장 설치
-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생산자 특허 촉진
3) 마케팅
- 친환경 관광활동 창출을 위한 테마파크 및 녹색 학교 운영
- 지역 브랜드 창출을 바탕으로 소농와 소비자간 직접 수매를 위해 정부수매 및 기업과의 상업 협약 강화
- 제품 인증을 위한 INVIMA협약 활용
- 산업마케팅에 대응한 농민 마케팅 강화요소인 원산지 표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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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다각화 및 생산손실 관리를 위해 지역 브랜드에 Eco-Stamp 활용
- 소농과 소비자간 유통거리 감소를 위한 농민시장 강화
- 제품 마케팅 및 지역 마케팅 채널을 위한 지역 센터 개설
-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테마파크, 농촌관광 혹윽 ‘농부가 되자’프로그램
-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 홍보를 통한 유제품 인식제고 및 소비촉진
- 건강 요리 촉진 및 전통음식과 의약 관행 보존
4) 공공정책
- Interinstitutional Committee on Food Security and Nutrition of Cundinamarca(CINSACUN)를 강화하여 낙농업
가격안정 및 생산자 보호 정책 논의
- 기존 공공 정책개선 및 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 및 자원 관리 (CINSACUN + RAPE + ZODAS)
- 관할지역접근법을 통해 지역통합시스템을 관리를 목적으로 지역통합사무국 (한국 지자체 및 지역협동조합 역할과 유사) 개설
- 농업기술 지도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소농 협회 혹은 협동조합개설
- 효율적 기술 지원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기술지원센터 개설
- 유통로 확보로 농촌확장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 개선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gency와 협력)
- 도매업자 지배구조의 농민 공동체 구제를 위한 전통시장 강화
- 지역적 관점의 사회협동조합 및 상호지원의 가치 증진을 위한 협의회 또는 농민 학교 개설
- 가족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국립사료센터 설립
- 제품품질 표준화 및 분석표 확립을 위한 우유 품질 연구소 설립
5) 기타 제안
- Fúquene lagoon에서 실시한 육우 관리 센터 (퇴비공장) 벤치마킹
- 지역 사회구조 강화를 위한 농업 비관련자 (교회, 상점, 복지센터 등, 잠재적 소비자)와의 생산 및 마케팅 제휴
- 국가 기술 훈련 수행을 위한 SENA 학습 서비스 (National Service of Learning SENA)를 통한 청년 협의
- 학술기관연계 청소년 실습 센터 건립
- 여성 사무국을 통해 농촌 여성들의 식량 및 영양 보장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농촌 여성의 권한 부여 프로세스
결론: 협동조합모델은 소규모 농가의 기후변화대응 및 시장실패극복을 위한 많은 요소를 가지며 지속가능 지역경제를 보장함.
주제: 한국 체리수입시장 (Cherry Import Market in Korea)

우즈
베키
스탄

배경: 우즈베키스탄은 중앙 아시아 주요 과수 생산자로 전세계 체리생산 6위로 중점 농업 발전 분야임.
- 내수소비 및 수출 증가로 인해 과수 생산량 10 년간 두 배 증가
- 신선과일은 과수소비의 약 69 %를 차지하며 11 %는 수출되며 가공품(잼, 주스, 말린 과일)은 평균 약 20 % 심은 면적
– 2016년 과일 재배면적 266.8 thous.ha, 총 생산량 2,874.2 thousands.ton
- 65 종류 과일 및 채소 수출하며 신선체리비율이 14.4 %로 가장 높음.
- 2016년 한해, 체리나무 10만 그루를 재배하며 30 % 이상 (약 5천만 달러)을 수출함.
목적: 체리 생산 및 마케팅을 위해 가치사슬을 개선하여 한국체리시장 정보 획들을 통해 시장진출지원
- 규모, 추세, 선호도, 요구사항, 시장구조 둥 한국체리시장 정보를 연구
- 한국 체리 소매 및 도매 관계자의 요구사항 파악
- 기존 한국체리 시장의 경쟁 제품을 비교하여 우즈벡 체리의 강점 및 약점 파악
- 한국체리시장 수요 전망을 분석
방법: 문헌조사 및 정보수집
- 수입, 가공, 무역, 소비의 가치사슬과 이해관계자 비교 분석
- 수출량, 생산량, 판매량, 소비량, 시장 점유율 등 카테고리 별 정량 분석
한국의 체리수급현황: 체리재배면적은 160ha로 연간 700톤을 생산
- 주품종은 나폴레옹, 토파즈, 자당금, 현해금으로 주 경작지는 경주시, 대구시, 김천시, 화성시 등이 있음
- 한국의 체리수입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은 미국 (95.4%)이 차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0.7%에 불과함.
- 한국의 체리 소매 가격은 2017년 기준 1.33US$/kg로 도매가격과 약 31% 차이를 보임.
- 한국의 체리수입규모 및 가격은 2030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치 분석
검역: 우즈베키스탄 체리의 수입을 위한 한국의 체리수입시장의 검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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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용
- 수출 농가 추적 및 확인을 위한 수출농가 표기 및 등록 포장시설 사용
- 한국 해충발생 예방을 위해 적절한 통제조치를 수출 체리농가에 실시
- 수출농가 및 포장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독하는 관리자 배정
- 한국을 위한 체리는 오염 물질 제거 후 포장한 후 타 과일과 분리하여 저장 및 운송 실시
- 포장상자 밖에 수출농가 및 포장시설 이름과 등록 번호, "Korea For"라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 우즈베키스탄 NPPO의 수출 검사를 실시하고 식물 위생 증명서를 발급하여 해충 방지를 실시하고 위탁화물용기를 식물위생증
명서를 첨부하여 밀봉하고 보고 실시
- 검역본부 (APQA)는 보고된 식물위생증명서, 수출농가 및 포장시설의 이름 또는 코드번호, 라벨 같은 정보를 입국항에서 확인
하고 밀봉여부를 체크하여 수입검사를 마무리함.
- 수입검사 중 해충이 발생되는 경우 수입과수를 폐기, 원인을 분석하고 수입정지 등의 강한 조치 실시
- APQA 식물 검역관은 수출농가 적합도 확인을 위한 현장 검사 및 설문 조사 실시
전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한 수입시장 전망
- 한국의 체리농가들은 타 과수 전환의 경향을 보이며 시설투자가 매우 제한적임.
-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가 체리시장에 뛰어들었으며 세계적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우즈베키스탄 통화정책 자유화로 인해 단기간 체리가격은 하락하지만 이후 더 오를 것으로 전망
- 중장기 변화 및 FTA 중지로 인한 미국체리 수입 감소에 대비해서 시장 투입을 준비해야함.
- 우즈베키스탄 내수 및 수출 시장 수요 증가가 예측됨.
전략1: 수출시장 점유율 확대
- 콜드체인을 갖춘 우즈벡 상인과 한국 시장의 연결망은 한국수입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며 성장잠재력을 파악
- 우즈베키스탄 도매업자는 러시아 수입업자의 증가를 보고하고 러시아에 수출량이 매년 증가하며 지속적 증가를 전망함.
- ODA 사업을 통해 체리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콜드체인 기술 투자 촉진이 가능
전략2: 체리 생산량 및 품질 향상
- 우즈베키스탄 체리는 전통방식으로 생산되며 현대재배기술을 적용하면 수확기 연장뿐 아니라 수확량 및 품질 향상이 가능
- 생산 조직화를 통해 체리농가는 장기적으로 높은 가격의 많은 체리 판매기회를 가짐.
- 단편적인 생산조직은 대량 생산에 상당한 제약을 가지므로 생산 클러스터 개발 및 장려제도를 개발해야함.
- 수익률을 개선하고 보장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며 프로젝트 수명기간동안 실현되지 않음.
- 지역별로 생산클러스터를 구성하고 ODA 사업시 이익을 실현해 수출 업체와의 연계가 필요
- ODA 사업은 기존 체리농가 관개시설 투자를 촉진시켜 실행기간 내 품질 향상 보증

바. 버디프로그램
○ 장기연수생의 한국 및 연구원 생활 적응 및 한국 문화 이해와 글로벌 네트
워킹 강화의 일환으로 석사이하 연구원 직원과 친분을 교류하는 버디프로
그램을 실시함.

○ 전체활동 총 회
3

-

,

소모임 활동 총 9회 실시

국가간 문화 및 언어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지속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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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버디프로그램 버디 명단
장기연수생
국가

담당 버디*

이름

네팔

우즈베키스탄

Sandesh Dhital

이가혜 위촉연구조원

Surendra Subedi

이정해 초청연구원

Shova Dhakal

홍승택 위촉연구원

Salomat Abduramanova

이수환 초청연구원

Chulpanoy Kahkabaeva

최지선 초청연구원
임채환 초청연구원

Ilkhom Isakdjanovich Ibragimov

콜롬비아

최경인 위촉연구원

William Pederaza Martinez

김충현 초청연구원

Fabian Ardila-Pinto

김경인 초청연구원
고갑석 위촉연구원

Jennifer Guzmán Romero

김승애 위촉연구조원

※ 총 11명(위촉연구조원 2명, 위촉연구원 3명, 초청연구원 6명)

<표 2-33>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버디프로그램 개요
활 동 명

활동 내용

활동 일정

Buddy와의 첫 만남

장기연수생과 버디와의 첫 대면식

5월 16일

문화토론모임

장기연수생이 준비한 각국 문화소개영상을 시청하고 국별 문화에 대하여 참석자간 토론 실시

7월 31일

Warp-up Session

버디프로그램의 마지막 모임으로 소감 발표 및 마지막 소통의 장을 마련

10월 25일

사. 특별활동
○ 장기연수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 행사 또는 연수 등에 참석하거나 강의 프로
그램과 버디프로그램 외 한국문화 경험 및 이해를 위해 구성된 특별활동 총
4

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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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특별활동 프로그램 개요
활 동 명

활동 내용

활동 일정

제1회. KAPEX 초청연수 (네팔) 수료식 참석

네팔 장기연수단이 KAPEX 초청연수 (네팔) 수료식에 참석하여 장
기연수 개별연구 계획서를 발표

6월 23일

제2회. KAPEX 초청연수 (콜롬비아) 참가

콜롬비아 장기연수단이 개별연구 성과제고를 위해 관심분야 내용
으로 구성된 KAPEX 초청연수 (콜롬비아) 참가

7월 18일
~ 7월 20일

제3회. 원장간담회

연수생활 소감 발표 및 농경원장과의 자유로운 환담 시간

9월 12일

제4회. 문화체험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수수부꾸미 만들기 체험 및 전통문화박물관
견학 등 한국전통문화이해를 위한 활동 실시

9월 12일

<표 2-35>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소모임 활동 내용
일자

참석자
장기연수생

버디

2017.06.15.

Ilkhom Isakdjanovich Ibragimov
Jennifer Guzmán Romero

고갑석
최경인

2017.06.22.

Fabian Ardila-Pinto
Jennifer Guzmán Romero
William Pederaza Martinez

김경인
김승애
김충현

활동내용
콜롬비아 주요 수출 농산물 소개
– 바나나, 커피 등
Ÿ 스페인어 인사말 소개
Ÿ

KAPEX 장기연수생 나주 정착 지원
- 나주 생활 정보 공유 및 나주 근교 여행지 추천
Ÿ 한국 및 콜롬비아 식문화 공유
- 한국좌식문화 공유 및 콜롬비아 주요 식재료 (아보카도,
토마토) 소개
Ÿ

Ÿ
Ÿ

연구원 시설이용, 농정연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도움
나주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 (인터넷, 운동, 장보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 논의
나주 지리 설명 및 장보기 (롯데마트)

2017.06.23.

Fabian Ardila-Pinto

김경인

2017.07.04.

Fabian Ardila-Pinto
Jennifer Guzmán Romero

김경인
김충현

Ÿ

KAPEX 프로그램 참여자들간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한 문화
교류 및 향후 잠여자들의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함.

2017.07.12.

Ilkhom Isakdjanovich Ibragimov
Fabian Ardila-Pinto
Jennifer Guzmán Romero

고갑석
임채환

Ÿ
Ÿ

나주 관광지 방문 및 소개
각국 문화교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논의

2017.07.21.

Shova Dhakal

홍승택

Ÿ

향후 활동 계획 및 친목도모

2017.07.21.

Surendra Subedi

이가혜

Ÿ

연수생과의 친목 교류 및 추후 활동 논의

2017.09.12.

Fabian Ardila-Pinto
Jennifer Guzmán Romero
William Pederaza Martinez

고갑석
김승애
최경인

Ÿ

버디프로그램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모임
- 한국, 콜롬비아 문화 교류

Fabian Ardila-Pinto
Jennifer Guzmán Romero
William Pederaza Martinez

Ÿ

2017.09.13.

김경인

연구내용 공유 (콜롬비아 Ubate 지역 소규모 낙농가 식량
주권 강화를 위한 한국 협동조합 모델 학습)
지속적인 연구 및 문화 교류 방안 논의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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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수 결과
3.4.1. 장기연수 성과물

○ 장기연수 최종 연구보고서
-

영문, 3종)

(

네팔 연구보고서
Ÿ

Sandesh Dhital, Shova Dhakal, Surendra Subedi,

김종선

(2017),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Rice Productivity in Nepal”,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

우즈베키스탄 연구보고서
Ÿ

Ilkhom

Ibragimov,

이대섭,

Salomat

Abduramanova,

Kashkabaeva (2017), “Cherry Export Market in Korea”,

Chulpanoy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

콜롬비아 연구보고서
Ÿ

á

á

Fabi n Gilberto Ardila Pinto, Jennifer Guzm n Romero, William Fernando

í

Pedraza Mart nez,

허장

(2017), “Learnings from Korean Cooperatives to

Strengthen Food and Nutrition Security (FNS) of Small Dairy Farmers of

é

Ubat , Colombi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4.2. 장기연수생 연수태도평가

가. 평가 개요
<표 2-36>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생 연수태도평가 개요
평가 목적
평가 대상

Ÿ

근태, 강의 및 연구 참여 동기 부여, 참가자 태도 열의를 제고를 통한 연수 성과 극대화

Ÿ

조사결과는 연수 효과성 및 강의 품질 향상에 사용

Ÿ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참가자 9명

종합 태도 평가 실시 (연수 진행 전반, 4단계 평가표)
평가 방법

분류 (평가비율, %)

내용

평가자

① 근태평가 (10%)

지각, 결석 확인

연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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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사평가 (20%)

강의 태도 평가, 사전 평가지 배포

강사진 총 9명

③ 리포트 제출 성실도 평가 (35%)

리포트 제출 횟수 확인

연수담당자

④ 생활 및 연구 태도 평가 (35%)

생활 적응도 및 연구 성실성 등 평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연구원 5명

나. 평가 결과
<표 2-37> KAPEX Academy 장기연수생 연수태도평가 결과
평가
이름

국가

근태 (10)

강의 태도 (20)

리포트 제출
(35)

생활 및 연구
태도 (35)

전체 (100)

Fabian Ardila-Pinto

콜롬비아

10

17.4

35

32.8

95.2

Jennifer Guzmán Romero

콜롬비아

10

17.3

35

32.9

95.2

Shova Dhakal

네팔

10

16.9

35

27.6

89.5

William Pederaza Martinez

콜롬비아

10

15.9

35

27.3

88.2

Sandesh Dhital

네팔

10

16.9

29.6

28.2

84.7

Surendra Subedi

네팔

10

16.7

22.9

26.3

75.7

Ilkhom Isakdjanovich Ibragimov

우즈베키스탄

9

16.7

26.9

22.5

75.1

Chulpanoy Kahkabaeva

우즈베키스탄

9.5

16.2

35

10.6

71.4

Salomat Abduramanova

우즈베키스탄

9.5

16.1

32.3

12.6

70.5

다. 평가결과활용
○ 참가자 태도 열의 제고 및 졸업생 소속 기관에 평가 결과 제출
-

평가에 관한 정보를 연수생에게 사전에 제공한 후 연수 진행, 리포터 작성
성실도와 개별연구 태도 및 연수성과 제고 목적 달성

-

평가 결과를 졸업생 소속 기관에 제출하여 인사 평가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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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만족도 조사

가. 조사 개요
<표 2-38>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만족도 조사 실시 개요
Ÿ KAPEX Academy 장기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성과 관리 및 문제점 파악
조사 목적
Ÿ 조사결과는 연수 효과성 및 강의 품질 향상에 사용
조사 대상

Ÿ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참가자 9명
Ÿ 1. 연수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Ÿ 5개 조사지표를 중심으로 세부 지표를 35개 도출하여 설문조사 실시
Ÿ 연수 준비과정 만족도연수 환경 만족도연수프로그램 만족도연수결과 유용성

조사 방법

Ÿ 2. 농업·농촌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Ÿ 각 항목별 가장 만족하는 강의 2개 선정
Ÿ 정책강의, 현장강의, 현장학습

<표 2-39> 농업·농촌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지표
분류
1. 연수 준비과정 만족도

2. 연수 환경 만족도

3. 연수프로그램 만족도

4. 연수결과 유용성

5. 연수성과 활용도

지표
1.1.
1.3.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5.1.
5.3.
5.5.

CI 사전 정보 제공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강의실 상태
사무실 상태
숙소 상태
식사 만족도
생활 지원금
연수 목적 적합성
자국에 맞는 연수 주제
계획대비 연수진행 정도
연수프로그램 참여 기회 균등
연수 과정 균형(강의, 현장학습 등)
목표 달성
직무능력 강화
태도 변화(긍정적 사고 등)
한국에서 경험한 기술 응용
졸업생 정보 공유
전체 만족도

1.2. 전문성 향상 기여 연수 제공
1.4. 전체 연수 기획 품질
2.2. 연구원 직원 도움
2.4. 사전 과정 설명
2.6. 연구 조언 품질
2.8. 버디프로그램 만족도
2.10. 전체 환경 만족
3.2. 이해하기 쉬운 강의
3.4. 강의 전문성
3.6. 현장학습 기술적 유익성
3.8. 강의 후 피드백 만족도
3.10. 연수진행 만족
4.2. 한국 이해도
4.4. 결과 만족도
4.6. 연구원 직원과의 관계 개선
5.2. 타인에게 장기연수 프로그램 추천
5.4. 미래 설계를 위한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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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결과
□ 사업종료 만족도 설문조사

(5

점 만점)

<표 2-40> 사업종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개요
대분류
연수 준비과정 만족도
(4.32)
연수 환경 만족도
(4.62)
연수프로그램만족도
(4.66)
연수결과 유용성 (4.62)
연수성과 활용도 (4.51)

만족도 높은 항목

중요 요소

성공 요소
사전정보제공
참가자수요반영
오리엔테이션

전체 연수 기획 품질 (4.38)

수요반영

강의실 상태 (5), 사무실 상태 (5)

시설상태

시설상태

강의 전문성 (4.89), 계획대비 연수진행 정도 (4.89)

현장학습

현장학습

전문능력배양

전문능력배양

목표달성, 직무능력 강화, 태도 변화 (긍정적 사고 등), 한국 이해도,
연수 결과 만족도, 연구원 직원과의 관계 개선 (4.67)
전체 만족도, 미래설계를 위한 효과성, 타인에게 장기연수 프로그램 추천
(4.56)

인적 네트워크

-

<표 2-41>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사업 종료 만족도 설문조사 세부 결과
분류

연수 준비과정
만족도

연수 환경
만족도

연수프로그램
만족도

CI 사전 정보 제공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전문성 향상 기여 연수 제공
전체 연수 기획 품질
평 균
강의실 상태
사무실 상태
숙소 상태
식사 만족도
생활 지원금
연구원 직원 도움
사전 과정 설명
연구 조언 품질
버디프로그램 만족도
전체 환경 만족
평 균
연수 목적 적합성
자국에 맞는 연수 주제
계획대비 연수진행 정도
연수프로그램 참여 기회 균등
연수 과정 균형(강의, 현장학습 등)
이해하기 쉬운 강의
강의 전문성

점수 (5점 만점)
4.33
4.22
4.33
4.38
4.32
5
5
4.44
4.44
4.22
4.89
4.78
4.78
4.11
4.56
4.62
4.78
4.56
4.89
4.67
4.22
4.56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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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수결과 유용성

연수성과 활용도

점수 (5점 만점)

현장학습 기술적 유익성
강의 후 피드백 만족도
연수진행 만족
평 균
목표 달성
직무능력 강화
태도 변화(긍정적 사고 등)
한국 이해도
연수결과 만족도
연구원 직원과의 관계 개선
평 균
한국에서 경험한 기술 응용
졸업생 정보 공유
타인에게 장기연수 프로그램 추천
미래 설계를 위한 효과성
전체 만족도
평 균

4.78
4.67
4.56
4.66
4.67
4.67
4.67
4.67
4.67
4.67
4.67
4.56
4.33
4.56
4.56
4.56
4.51

□ 강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 가장 만족도 높은 강의 선정

정책강의, 현장강의, 현장학습)

(

-

정책강의: 한국농업발전과 정책 (오세익), 농촌발전정책정책 (박시현)

-

현장강의: 농촌지역개발사례

-

현장학습: 과수 가공/유통

-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나주배원예농협

<표 2-42>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분류

농업경영기술 / 농촌개발
정책
강의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업경영기술 /농촌개발
전체

현장
강의

농업경영기술 /농촌개발

강의주제(강의자)
한국농업발전과 정책 (오세익)
농업인력육성정책 (마상진)
농업·농촌 6차 산업화 정책 (김용렬)
농촌발전정책 (박시현)
한국의 쌀 산업현황과 정책방향 (박평식)
한국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임정빈)
한국재해보험경험 (최경환)
한국농지정책발전경험 (박석두)
농업협동조합정책 (박성재)
총 득표수
농업기술지도보급 - 농촌진흥청
채소생산기술보급 - 농촌진흥청
농촌지역개발사례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득표수(개)*
(득표율)
4 (약 22%)
2 (약 11%)
0
4 (약 22%)
1 (약 6%)
2 (약 11%)
0
3 (약 17%)
1 (약 6%)
18 (100%)
3 (약 16%)
1 (약 5%)
7 (약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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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전체
농업경영기술 /농촌개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현장
학습

득표수(개)*
(득표율)
3 (약 16%)
1 (약 5%)
1 (약 5%)
0
1 (약 5%)
2 (약 11%)
19** (100%)
2 (약 11%)
3 (약 17%)
3 (약 17%)
0
1 (약 6%)
2 (약 11%)
5 (약 28%)
3 (약 17%)
18 (100%)

강의주제(강의자)

농업경영기술 /농촌개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전체

스마트팜 -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전남농업기술원
농산물품질관리 및 안정성정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식품검역정책경험 -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종자산업현황 - 국립종자원
한국축산업역사와 종자개량- 순천대학교
축산물이력제 - 순천대학교
총 득표수
[벼생산기술보급 - 농촌진흥청
농산업화 - 구례자연드림파크
미곡종합처리장(RPC) - 라이스프라자 RPC
농산물직매장 – 라이스프라자 광주직매장
농업구조개선 – 새만금홍보관 및 신시도33센터
농가조직화(들녘경영체) - 영실영농조합법인
과수 가공/유통 - 나주배원예농협
축산업협동조합 – 당진낙농축협
총 득표수

* 강의 분류 별로 2개씩 선정
** 연수생 1명이 3개 선정

다. 추가의견
○ 연수 기획 진행 등 단계별 성과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추가의견 수렴
,

-

연수준비과정

① 자세한
이 연수프로그램 사전 파악에 유용했음
② 한국 농업경험 및 한국문화 전수가 효과적으로 기획됨
③ 많은 전문가 회의 기획은 연수 성과를 제고함
④ 학생 등 외부 참가자 참석 가능한 워크샵 형식 강의 프로그램 제안
Course Informaiton

.

.

.

-

연수 환경

① 연구원과의 거리 및 많은 생활 편의 시설이 많은 숙소 위치 선정 요구
② 연구원 식당 영양사의 친절한 케어 및 연수생 맞춤식 음식 제공에 만
족했지만 초기 한국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은 참석자 존재

③ 연구원 직원의 친절한 태도 및 많은 의사소통 기회에 만족하지만 추
가적인 버디프로그램 전체 모임 추가를 요청

④ 전담 연구위원 및 전문가들의 많은 경험 공유 및 유용한 정보 제공에
매우 만족했지만 개별연구 관련 회의 추가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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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프로그램

① 몇 강의 내용 및 아이디어는 자신이 자국 실행 가능성이 높음
② 예정된 연수 프로그램 진행 시간 준수
③ 현장학습이 한국 농업 이해 효과가 뛰어나므로 더 추가 되었으면 함
④ 농업 정책 관련 정부관계자 면담 또는 토론 회의 제안
⑤ 조금 더 많은 한국 문화 관련 특별활동 요소를 추가 요청
⑥ 성공적인 장기연수생을 위한 환경 투자
.

.

-

연수성과 활용도

① 연수성과물인 연구보고서를 논문 등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음
② 지속적으로
및
사업 정보 갱신 요구
③ 한국 농업 경험을 배우는 좋은 플랫폼으로 지속적 진행을 희망

.

Follow-up

KAPEX

○ 유용했던 강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추가의견 수렴
-

전후 가난했던 시절부터

년간 산업화를 통한 성공적인 경제성장 및 농

60

촌개발 이룩한 한국 발전사에 대한 이해
-

각 분야별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정책

-

국가 주도 및 공공의 합의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실행의 역사

-

농업 분야

-

높은 품질의 식품 가공 및 신뢰도 높은 식품 안전성

-

농업 정책 실행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적극 의지 표명 및 높은 참여율

-

국가 간 협력을 통한 농정성과경험공유로 정책 생성 촉진 효과를 얻음.

-

쌀산업, 시설원예, 축산업 등과 관련한 하이테크 기술

-

성공적인 한국 협동조합 정책의 자국 협동조합 모델 적용 기회를 얻음.

-

농민 조직화 및 농촌개발 등, 체계적인 농업 정책 실행 현장 방문

-

새로운 소비자 수요에 적응하는 한국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시스템

ICT

활용(스마트팜 등) 및 자동화와 현대화 시설의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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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모니터링

○

6

가지 모니터링 항목에 따른 연수 진행 및 결과 분석 실시
<표 2-43>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모니터링

항목

연수생 선발

사전준비

농업·농촌
교육프로그램

국별연구

세부 항목

내용

선발 조건 및
절차와 진행
등

○ 장기연수생 선발은 신청서 접수 및 현지 인터뷰로 진행, 이는 언어 소통 문제 해소 및 차질 없는
연수와 연구 진행의 목적
-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정부 측 강압적 요청으로 특정 공공연구기관에 소속 영어 능력 부족 연구원
2명 참가, 이는 우즈베키스탄 개별연구 성과 저해 요소
○ 선발과정 중 장기연수생이 총 2회 (네팔, 우즈베키스탄 각각 1회) 교체됨.
- 네팔 장기연수 신청자 Ishwor Barshila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입국 한달을 남겨두고 진급시험이라
는 개인 사정으로 장기연수생이 Shova Dhakal로 교체

숙소, 비자 등

○ 연수기간이 줄어들수록 숙소 선정 및 계약 어려움 존재, 단기 (3개월 미만)일수록 호텔 등 숙박시
설 사용 또는 농어촌공사 소속 연수시설 사용에 높은 효율성이 예상됨.
○ 잦은 연수 참가자 교체로 인해 연수시작 일정이 기존 5월 초에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연기
- 많은 계획서 변경 및 수정으로 원내 행정과 비자 발급 절차에 혼선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지출 발생, 이 같은 잦은 연수 참가자 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사정에
의한 참가취소시 그 개인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규칙이 필요

사전 준비,
연수자료
및 통역 등

○ 총 3개 대분야 (농업경영기술/농촌개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축산물 생산/가공/유통)로 나누
어 국별 실시 개별연구와 부합하도록 교육 프로그램 내용 조정, 국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강의 및 현장학습을 학생들에게, 적어도 연구원 내 공개세션으로 만들자는 장기연수단 의견
- 연구원 내 공개세션을 위해서는 버디참가자 및 전자게시판 활용을 통한 홍보가 필요
- 학생 대상 공개세션은 연구원 주변 대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일정 공유가 필요
- 공개세션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인력 및 예산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지만 높은 질의 토론을 유도할
수 있어 연수 성과제고가 가능하다고 예상됨.
○ 우즈베키스탄 초청연수단과 장기연수단 중복 일정으로 7월 19일에 동일 기관에서 현장강의 실시
- 기존 일정 주제와 개별연구 주제간 관련성이 적은 콜롬비아 장기연수생에게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동기간 진행하는 콜롬비아 국내초청연수 참가기회 제공
○ 강의 및 현장 방문 프로그램에 원내 연구위원 및 농경연 출신 연구자 또는 은퇴자 활용과 통역사
활용 비율을 높이면서 강의 품질 및 성과 제고
- 기존보다 심도 있는 강의를 위해서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통역사를 활용하는 편이 좋을 듯함.
○ 한국 관련 경제, 언어 외 북한 농업에 관한 특별강의 실시
- 한국어 강의는 연수 일정 상 1회 실행, 높은 만족도로 추가요청
- 국제통상 분야 강의는 경제학 전공 참가자는 높은 이해도 및 만족도, 이외 참가자는 이해 어려움.
- 북한 농업 분야 강의는 일정상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기간과 겹쳐 강의집중도가 많이 떨어짐.

연구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

○ 국가별로 관심분야 연구를 실시하여 연구 성과 제고
- 기간 감소 (6개월에서 3개월)로 국별연구 실시
- 연구 보고서 품질 향상 및 기존 개별연구 품질 지적사항 개선에 큰 기여
○ 농업·농촌 교육 프로그램과 개별연구간 연관성 강화를 통해 연수성과물 (연구보고서 등) 품질 제고
- 교육 프로그램 기획 시 교육내용과 국별연구간 연관성 강화
- 원활한 연구 관련 정책 및 현장 정보 수집 가능
○ 연수 초반, 국별로 연구설계회의 후 연수생 자율 연구를 실시하였지만 국별연구 중간보고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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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항목

내용
품질이 매우 낮게 평가됨. 이후 매주 국별담당자와 국별연구회의를 통해 연구품질개선을 실시함.
- 국별연구가 장기연수생 세 명으로 구성되어 연구품질개선이 수월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낮은
영어 실력 및 연구 관심도를 가진 두 연수생이 연구진행보다 소속기관에 연수결과를 보고하고 개인
적인 연구개발에 더 치중하였음. 결과적으로 국별연구 진행 및 성과제고에 큰 장애요인이 됨.

버디프로그램

특별활동

연수생
평가

태도

버디프로그램
준비, 진행,
결과 등

○ 성공적인 버디프로그램 전체모임 및 관련 프로그램 확대 요청
- 전체모임 3회 개최 (착수모임, 문화토론 모임, 정리모임 등), KAPEX 장기연수 행사와 개별 소모임
활동 (9회) 등 활발하게 진행
- 공식적인 모임 외 비공식적으로 각 국가별로 음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공적인
버디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버디프로그램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음.
- 결과적으로 장기연수단은 전반적으로 버디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길 제안함.

정규
프로그램 외
모든 활동

○ 네팔 장기연수생 3명, 네팔 국내초청연수 참가 (6월 23일)
- 네팔 국내초청연수에 참가한 KAPEX 공동조사단과 장기연수생 간 효율적인 연구 연계를 위해 장기
연수 국별연구 계획 발표
- 공식적인 국별연구계획 발표를 통해서 연구 책임감을 상승시키고 집중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됨.
○ 콜롬비아 장기연수생 3명, 콜롬비아 국내초청연수 참가 (7월 18일 ~ 7월 20일)
- 콜롬비아 국내초청연수는 개별연구 주제와 부합하게 기획 및 진행되어 개별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개별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실시할 수 있었음.
- 콜롬비아 장기연수단의 경우처럼 관심분야에 더 적합한 활동이 있다면 일정조정의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체험을 짧은 연수 일정 상 1회 실시, 추가 수요 요청할 만큼 높은 만족도
- 한국문화체험은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고 광주관광컨벤션뷰로에서 진행하는 외국인관광객 대상 체
험관광프로그램사업에 참여하여 진행하였음. 이처럼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활동
의 적극적인 연수 활용은 연수 품질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평가준비,
평가진행,
평가활용 등

○ 연수생 태도 평가는 연수생 참여도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되고 준비됨.
-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평가를 지향하였으며 사전에 평가 사실에 대한 공지로 참여도 및 연
구 태도가 개선되어 연수생 관리 효율이 높아짐.
○ 기존에 기획된 연수생 평가 방식 중 연수생 연구 질적 평가 (70%)는 피드백리포트 제출 성실도
(35%) 및 연구태도 평가 (35%)로 대체
- 연구 질적 평가시 연구보고서 정밀 검토가 필요하지만 시간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밀검토가 불
가하여 평가방식을 변경함. 질적 평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국별연구 전담 인력 증강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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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성과관리
3.5.1. 장기연수생 사후계획

○ 각 국가별 장기연수 졸업생은 연수성과

한국농정경험, 연구보고서 등)을

(

토대로 귀국 후 교육, 연구, 정책 등에 활용할 계획을 세움.
<표 2-44>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생 연수결과 활용 계획
국가

계획

세부내용
농업 분야 한국 경험 및 정책 제안 토론회 개최 (2017년 10월)
↓
토론회 결과 제안 정책 후보 선정 (2017년 10월)
↓

네팔

정책 입안 계획 수립

장기연수 개별연구 보고서 발표회 개최 (2017년 11월)
↓
토론회 및 발표회 결과를 통한 통합 정책 제안 (2017년 12월)
↓
제안한 정책 입안을 위한 계획 수립 (2018년)
Ÿ

콜롬비아 국립대학교와 Cundinamarca 주 정부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Ubaté 지역 소규모 낙농가 식량안보 강화에 관한 프로젝트 참여

연수 결과 공유

Ÿ
Ÿ

국가영양상태조사 개발 프로젝트, 2017년 10월)
각종 국제기구행사 및 학술연구활동, 2017년 10월~)

강의 개설 추진

Ÿ

한국경험을 바탕으로 콜롬비아 국립대학교에서 강의 실시

한국 농정성과경험 전수 및 조언

Ÿ
Ÿ

농업 분야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실시
중앙 및 지방 정부, 농민, 국제기구 등, 2018년

수자원 관리 교육

Ÿ
Ÿ

원예, 가축 및 통합 수자원 관리 교육사업
각 교육 분야별로 한국 농정성과 경험을 활용

한국 체리시장 진출 전략 교육

Ÿ

장기연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체리농가 교육 실시

채소 재배 연구 계획 수립

Ÿ
Ÿ

원예연구소 소속 장기연수생의 한국 원예현장경험 활용
실험연구소 내 개발품종 결정 시 한국 스마트팜 경험 활용

프로젝트 참여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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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네트워크 관리

○ 양방향 소통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 관리 및 결과활용 현황 파악
-

대상: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

수단: 이메일 (영문 뉴스레터, 설문조사) 및

KAPEX Academy

장기연수 졸업생

e-KAPEX

웹사이트

<표 2-45>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생 네트워킹 개요
이메일 (영문 KAPEX 뉴스레터, 설문조사)
―――――――――――――――――>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이메일 (신상정보, 연수결과활용정보)

KAPEX Academy 장기연수 졸업생

<―――――――――――――――――
<―――――――――――――――――>
e-KAPEX (기관 및 개인 현황 정보 공유)

<표 2-46>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생 네트워킹 방안
분류
한방향 소통

양방향 소통

이름

목적

방법

영문 KAPEX 뉴스레터

KAPEX 외 KREI 및 CIAP 최신 동향 제공

설문조사 이메일

졸업생 신상 및 연수결과 활용 정보 수집

이메일 동시 발송: 양방향 소통
연간 2회 발송

e-KAPEX 웹사이트

접근성 강화를 위한 KREI 영문 웹사이트 산하로 개편
KAPEX 및 CIAP 외 KREI 소식까지 공유
자유로운 접근을 위한 회원 접근 방식 폐지

웹사이트 자발적 방문
정보 공유 게시판 제공
웹사이트 이메일 홍보

<표 2-47> 20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졸업생 설문조사 항목
항목
개인정보
결과활용

내용
국가, 나이, 성별, 분야, 기관, 직책, 직급
선택답변

활용방식 (정책입안, 발표, 교육, 기타)

서술답변

6하 원칙 (누가(누구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첨부자료

성과활용 증빙자료 (사진, 발표자료, 공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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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4.1. 사업 개요
4.1.1. 배경

◦ 우리나라는

국가 회원국 및

OECD DAC

G20

국가로서 그에 걸맞은 국제사

회에 대한 기여 및 확대가 요구됨.
-

저개발국의 식량안보와 빈곤탈출,

SDGs

달성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 동

참하도록 국제사회의 요구가 확대됨.

◦ 저개발국은 대부분 농업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성공한 농업 및 농촌발전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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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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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들
이 전문성을 발휘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개발협력 네
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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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목적

◦ 농업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학·연의 파트너십 강화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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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사업 내용
4.2.1. 제13회 포럼

□ 행사 개요
◦ 주제
-

국제농업개발사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

농업 및 농촌 개발분야 정책 실행은 UN에서 2015년에 2030년을 목표연도로

◦ 배경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가 지정된 이후 개발 이슈 및 협력 업무와 관련
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2차 국제개발기본계획
이 수립, 추진되면서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편을 통해 국제개

(2016~2020)

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또한 식량 생산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8억 5천만명의
영양부족 등, 식량안보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
회는 농업 및 농촌 분야 기관과 국가의 정책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해결방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의 역할에 관한 논의도 필요함.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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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농업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및 전략 소개

-

농업 농촌 협력 전략 실행 및 성과관리 방법 공유

- ICT

·

기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성공적 사례 발표

□ 세부 프로그램
<표 2-48> 제13회 포럼 일정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09:30-10:00

• 등록 (30‘)

사회: 이대섭(농경연)

10:00-10:05

• 개회사 (5‘)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 차관)

10:05-10:15

• 축사 (10‘)

김창길(농경연 원장)
박철수(농정원 원장)

10:15-10:30

기조연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 개발협력정책의 방향

Kundhavi Kadiresan
(Assistant Director-General, FAO)

10:30-10:45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총회 소개 및 초청

Jingyuan Xia(Secretary, IPPC)

10:45-11:00

• 사진촬영 및 다과 (15‘)

세션 1: 국제농업개발협력 추진동향과 전략

좌장: 이명수(전 농림부 차관)

11:00-11:20

발표1-1: IFAD의 농업개발협력 전략틀(Strategic Framework)
과 사업 추진동향, 그리고 향후 전망

Paul Winters(IFAD)

11:20-11:40

발표1-2: 한국의 국제농업개발협력 전략과 추진동향, 그리고 향후
계획

정일정(농식품부)

11:40-12:00

발표1-3: FAO의 국제농업개발협력 전략과 사업 추진동향, 그리고
향후 전망

David Dawe(FAO)

12:00-12:30

• 토론 (30‘)

토론: 정기환(한국농촌발전연구원), 곽재성
(경희대)

12:30-14:00

• 점심식사 (80‘)

세션 2: 성과관리를 통한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좌장: 홍은표(상명대)

14:00-14:20

발표2-1: World Bank의 농업개발협력 사업 성과관리 방안, 그리
고 향후 전망

Juergen Voegele(World Bank) 불참으로
David Nielson(World Bank)이 대신 발표

14:20-14:40

발표2-2: 농촌개발협력에 있어 풀리지 않은 숙제들

Nicholas Maddock(UNDP)

14:40-15:00

발표2-3: ADB의 농업개발협력 사업 성과관리 방안, 그리고 향후
전망

Mahfuz Ahmed(ADB)

15:00-15:30

• 토론 (30‘)

토론: 임정빈(서울대), 김태윤 (서울대)

15:30-15:45

• 다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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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ICT 기반 ODA 프로젝트 성공 경험 공유

좌장: 이철(아주대)

15:45-16:05

발표3-1: World Bank의 농업 관련 ICT 프로젝트 추진 동향

David Nielson(World Bank)

16:05-16:25

발표3-2: ICT기반 ODA 저개발국 성공 추진 사례(인도네시아)

Leli Nuryati(인도네시아 농업부)

16:25-16:45

발표3-3: 한국의 농업 관련 ICT 프로젝트 추진 현황

이상훈(농정원)

16:45-17:15

• 토론 (30‘)

토론: 송양훈(충북대),
Benoit Thierry(IFAD)

17:15-17:50

• 종합토론 (35‘)

좌장: 허장 (농경연)

17:50-17:55

• 폐회

세션 4: 종합토론

□ 참석인원
☐ 발표

◦

:

약

220

명

의 농업개발협력 전략틀(Strategic

1-1: IFAD

동향, 그리고 향후 전망
SDG
-

달성을 위해서

전 세계

과 사업 추진

Framework)

(Paul Winters, IFAD)

SDG 1,2,5,8,10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

인구가 빈곤선 아래에 있으므로 빈곤감소를 위한 전략 수립

20%

이 필요함. 현재추세로 가면

까지 빈곤률 감소가 가능함. 하지만 제

6.6%

로헝거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
와 절대 빈곤수치 비교 그래프의 상관관계를 설명:

- GNI

SDG

달성을 위

해서는 더 많은 장애물을 가진 저소득과 중저소득 국가에 집중해야 함.
영양실조 또한 저소득과 중저소득 국가에 집중하여 전략을 짬.
-

농업은 전체 인구의

가 종사하고 있으며 중요한 요인임.

60%

GDP

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수치의 지속적인 감소로 중요성이 적어 보이지만 결론
적으로 농업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음.
-

농촌개발이라는 것은 구조적 변화의 일환이며 농업 투자 기회도 변화시
키고 있음. 효용적 변화는 의도성을 가지고 되어야함. 포용적 전환을 위

◦

해서는 각 국가별로 맞춰진 전략이 필요함.
IFAD
-

전략 프레임

2016-2025

생산능력을 강화시킴: 소농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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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함. 지속적인 농업기술 교육을 통한 농업생산력 향상이 필요함.
-

농촌 빈곤층이 시장참여 및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 소작농들은
민간기업과 직접적인 거래를 하기 힘듦. 따라서 이런 중간 거래 역할을
가 함으로써 중간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함.

IFAD
-

기후변화의 회복력과 지속가능한 개발 적용: 다양한 투자를 통해 스마트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 환경보호를 위해 화전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특별한 토지 사용권을 제공하여 소작농 농업소득
및 농업인구 증가

◦ 전반적인 미래 전략
-

구체적이고 맞춤화된 전략: 각 국가별 소득에 맞는 전략 및 포지셔닝

-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빈곤층에게 혁신적인 교육 시행

- IFA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파트너십 강화

- SDG 1,2

☐ 발표

1-2:

번 전략과 관련된 결과 베이스 관리능력을 이용

한국의 국제농업개발협력 전략과 추진동향, 그리고 향후 계획 (정
일정, 농식품부)

○ 한국의 농업개발협력 경험
-

농촌진흥청은

년에 설립되어

1962

년 역사를 가지며 일천 여명의 박사급

55

인력을 보유함.
-

신품종 개발, 농업지도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획기적
변화와 녹색혁명을 주도하였음.

-

개도국의 경우, 농업지도 체계가 열악한 경우가 많음. 우리나라 농업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UNDP

와 함께 새마

을운동의 농업지도 체계와 기술을 전달함.

○ 우리나라
-

지금까지

개 국가,

23

- IFAD, ADB
-

이행 역사와 경험

ODA

개 프로젝트를 실시함.

97

등 국제기구와 협력

사하라이남 지역에 사업대상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RPC, APC

등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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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시설, 보나 저수지 등 관개시설 설립 지원이 많았음.
-

농진청이 해외사무소(KOPIA)를 운영하며 프로젝트 이행 지원

○ 성공사례
- PPP

형태의 베트남 오리온 감자칩 사업: 사업효과가 지속되는 이점이 있음.

사업 규모 확대 추진 예정
-

가나 관개시스템 설치사업: 소득 증대 효과가 컸음.

-

장치사업의 경우, 현지 사람들이 수리하지 못해 시설 유휴 발생

-

제공된 콤바인 등의 고가장비를 현지에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사후 서비스 이용 불가지역은 기계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자 함.

-

현지 주민이 수리, 관리 가능한 기계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재설정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

농업

○ 실패사례

○ 농림축산식품부 향후 사업 방향
ICT ODA

PPP

추진 사업 위주로 기획 중임.

추진 계획: 세계은행에서 발표한ICT 기술을 활용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례를 기초하여, 농업기술 영상화, 영농 및 가격
정보 정보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임
와 동남아시아 지역 농업통계시스템 구축 진행

- EPIS
-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대:

IFAD

는 농업

에 대한 많은 노하우 및 자

ODA

료를 축적. 또한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매커니즘이 잘 발달되어 있음.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의 개발원조 기관과의 협의회 및 국제세미나를
활발히 개최하여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계획
-

대학생 적정기술 경진대회 개최. 우수 사례는 정부가

Scale-up

하여 사업

추진 계획
-

수요자 기반 사업 계획: 사업 이행 중간단계에서도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이행계획을 개선할 수 있게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채널을 늘릴 계획

☐ 발표

의 국제농업개발협력 전략과 사업 추진동향, 그리고 향후 전망

1-3: FAO

(David Dawe,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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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O
-

비전

지속가능한 식량과 농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단지 “식량생산 증가”에만
집중하지 않고 식량 포용력(모든 사람들의 식량접근성)에 대한 집중과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 또한 미래세대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중요하게

○

고려함.
FAO
-

도전과제

식량 수요가 증가: 통계에 따르면
으로 증가 예상. 식량생산 역시

-

년까지 총 인구수가 약

2050

100

억명

가까이 증가해야 함.

50%

농업이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온실가스감축 방안과
농업분야 적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

○

-

천연자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

-

도시화가 심화되고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음. 농촌에 활력을 불
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함.

FAO

전략 목표

1)

기아 퇴치 및 식량 안보

2)

지속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농림수산업

3)

농촌 빈곤 인구 감소 및 빈곤 탈피

4)

보다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농촌 문화, 식량 시스템 구축

5)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농민들의 생계 유지 및 강화

SDG

연계

- FAO
1)

역할에 맞게

전략을 구분하여 주요전략구축

SDG

정책권고안 제안 및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시스템 구축: 관련 통계
를 강화하고 통계분석 기반 발간물 제공하며 식량안보상황 정보를 공
유하고, 정책입안자에게 정보지원을 함.

2)

가이드라인,

Good practices

제공: 식량안보와

SDGS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제공
3)

국가지원: 각 국가 상황에 맞는 전략 구축 및 사업 시행 지원

4)

제도적 환경 및 역량 강화: 식량안보 및 농업 및 식품 관련 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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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SDGs

○

달성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

5)

재원 동원: 자원 동원 및 투자 유치 지원

6)

파트너십과 연계: 국제협력사업의 여러 주체들(정부, 민간부분, 국제기구
등)과 파트너십 구축 및 협업

FAO

사업 개선을 위한 목표
이 실시하는 모든 사업이 성취하고자 하는 3개 공통목표 수립

- FAO
1)

취사와 선택: 작은 분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보는
것. 모든 분야를 다 다루고 결과를 내기가 어려움. 재원 투자가 어렵기
때문. 선택을 통하여 한 분야에서의 사업 결과를 극대화 함.

2)

파트너십: 다양한 재원 동원처 확보 및 국제협력사업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함. 현재 식량안보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에
많은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중복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효과성이 떨어짐.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각 기관별 사업 파악, 전문성
공유 등을 협력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가 필요함.

3)

효율성과 품질:

FAO

사업은 일련의 프로젝트 사이클을 통해 추진하며

이는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품질을 관리할 수 있음. 또한 효율적인 성
공사례와 실패사례 원인 분석 등을 실시하여 타 사업 추진 시 개선점
반영에 용이함.
-

사업의 품질 평가는 연관성, 실행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함.

-

연관성의 경우, 대상국 우선순위와 일관성을 판단하고 강점과의 연계성을
파악을 위한 부분

-

실행가능성은 법적, 기술적, 행정적, 리스크 관리 등을 파악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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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토론

○ 곽재성
-

경희대학교)

(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각 요소의 기능, 재원 출처,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특성을 가짐. 비용, 관계유지 및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또한 프로젝트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시의성
을 정당화해야함.

-

최근 주목받는 기술(ICT)집중적 접근법은 많은 사람들이 정보접근성 및
편이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 그러나 인터넷, 디지털기기를
활용 가능한 사람과 아닌 사람 간 정보 간극이 발생. 예를 들어, 크라우
드펀딩 플랫폼의 경우 디지털기술을 활용할줄 아는 사람들은 무궁무진
한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소외됨.

-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ODA

는

와 다른 정체성을 가질 필요

KOICA ODA

가 있음. 미국 농무성의 경우는 미국

ODA

가 당면한 문제점 및 식량안

보 확보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기획, 수행함. 우리나라의 경우
이슈(우리 먹거리)와 연계,
농업세계화) 및

(

4)

2)

국제 프로토콜 준수,

3)

식량

우리기업 해외진출

북한농업개발 대비를 위해 농림부

고 노하우를 쌓아야 함. 특히 최근 높아지는 부처

1)

를 진척시키

ODA

ODA

양적 비중을 고

려할 때, 명확하고 차별화된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여 효율성, 효과성 증
진이 필요함.

○ 정기환
-

농촌발전연구원)

(

한국 농업

는 수원지역 특징에 따라 선택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

ODA

예를 들어 아시아 국가는 쌀 생산을 주요기반으로 하여 생산 다각화 및
수출을 원하기 때문에 수확 후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함. 반면 아프리카
국가는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하므로 생산기술 향상에 집중해야함. 또
한 선진공여국은 주로 거시적인 계획 및 전략을 제시하지만 수원국이 실
행역량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함.
-

한국 농업

ODA

시사점은 통합적 접근방식의 필요성, 가치사슬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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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역량개발을 위한

○ 정일정
-

R&D

및 협력 사업 증대 등을 들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

행사에 참석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 및 기술과
의 현지사무소 인력,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수행경험 등을 함께

KOICA

공유하고 이를 통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희망함.
-

행사 이후에도 참석자들과 의견 공유 및 논의 심화를 통해 지속적인 논
의의 장을 이어나가길 바람.

-

향후

KAPEX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한 사업을 적정기술,

활용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하여 한국
☐ 발표

ODA

KOICA, EDCF

ICT

등의 기술을

등의 타 사업주관기관과 협력

사업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자 함.
의 농업개발협력 사업 성과관리 방안, 그리고 향후 전망

2-1: World Bank

(Juergen Voegele, World Bank)

○ 세계은행 글로벌 식품 시스템의 비전에 관한 전략

년까지 기아 및 빈

: 2030

곤의 종식
-

시스템을 통한 전략 방향 설정이 중요하며 안전한 식품의 전 세계 공급,
식품 일자리 창출 및 빈곤 해결을 목표로 두고 있음. 식량 시스템을 식량
뿐만 아닌 영양, 보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고려할 것. 또한 농업 분야
소득 증가, 기아 및 빈곤 해결, 영양 및 보건 3가지에 대한 연구가 보고됨.

○ 기후 스마트 농업 영양 개선 가치사슬 강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분야
○ 기후변화로 인해 천연자원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

,

,

.

-

농업 수확량 급변, 기온 및 강수량 이상현상, 농업

25%

온실가스 방출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농업이 큰 변화를 이루기 어려움.

○ 농업지원에 있어서 농업을 좀 더 지능적인 적용을 위해서 과학분야의 중요
성이 커짐.

○ 현재 식량 시스템은 기초 영양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영양 및 식량 관련 수요가 불충분하며 전 세계적으로 영양 결핍이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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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및 보건을 함께 고려해야함.

○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시장간의 연결이 중요
○ 농업 투자는 농장 수준에서 일어나며
등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world bank

재원을 활용해야함.

○ 농업 생산성 및 소득 증가를 위해서 빈곤층 목표 공공지출 개선 인센티브 제
,

,

공을 통한 기후 지능적인 농업 지원,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중요
☐ 발표

2-2:

농촌개발협력에 있어 풀리지 않은 숙제들
(Nicholas Maddock, UNDP)

○ 소규모 농가의 생산성
-

낙관주의: 농업을 빈곤퇴치의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간주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방안에 주력함.

-

비관주의: 환금작물 생산성 향상을 농업 생산성 증가 원인으로 간주

-

소농 생산성과 소득증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마케팅, 중개
비용 등이 축소되어야 함.

-

인적자원 또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시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토지세와 토지거래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어야 함.

○ 농촌주민의 도시로의 이주
-

탈농이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함. 대부분 국가는
정책을 통하여 탈농을 막으려함.

- GNI

와 농촌인구 관계: 농촌인구와

많을수록

GNI

는 상관관계가 있음. 농촌인구가

GNI

가 더 낮은 결과를 보여줌.

와 농촌인구 관계: 인간개발지수와 농촌인구 간에도 일정한 상관관

- HDI

계가 있음. 농촌인구가 많을수록
-

HDI

정책적 함의: 결과적으로 농촌인구 증가 정책은 실패함.

○ 농촌개발이 집중되는 분야 인적개발
(

-

수치가 떨어짐.

,

지역개발)

기존 개발협력 프로젝트는 지역이 지속력을 지닐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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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 그러나 지역 발전 후 거주민들은 더 나은 지역
으로 이주하고 빈곤층이 유입되는 문제 발생. 따라서 지역 개발정책보다
는 인적 개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농업 협동조합
-

농협 조합이 소작농에 대한 농협조합 효과성은 의견이 갈림. 일반적으로
소농과 소농 집단 유통업자 및 대형 회사 간 협상력은 높아졌으나, 소득
증대효과는 매우 미미함.

-

유럽 고소득 국가는 농업협동조합 운영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농민들
에게 직접적 해택을 줌. 이는 통합적 비즈니스 관리 운영, 지속적 투자,
운영인력 전문화로 인한 결과임.

-

지속적으로 농협 활성화 방안이 제안되며 개도국에서 더욱 활발함.

-

소농 임금 상승을 위해 직불금 등 지원정책 수립과 이행이 필요함.

☐ 발표

○

2-3:

ADB

의 농업개발협력 사업 성과관리 방안, 그리고 향후 전망

(Mahfuz Ahmed, ADB)
ADB

운영
가 수립하는 5년 운영계획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농

- ADB

업과 식량안보를 이룩하려 함.
며 한국 또한
-

ADB

년대 아시아는 농업중심 개발을 하였으

60

차관으로 개발을 진행하였음.

전략: 안전하고 저렴한 식량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
Ÿ 소규모 농업종사자들에게 시장의 가치사슬 형성
Ÿ 식품 안정과 위생 등에 대해서 또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음
년까지 농업식량안보를 위한 미화

- 2020

억 달러 및 기후관련

20

억 달러

10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투자부문
-

식량안보, 시장, 생산성, 자연자원 등을 전제로 투자 지역과 다른 부문과
의 연계 가능성을 파악, 글로벌 아젠다에 맞춰 사업 진행

○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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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 생산성의 구조적 변모 등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네팔: 농업

2016

년 5천만 달러 차관을 통해 농업

개발 사업/ 방글라데시: 가치사슬 등의 관련 사업 시행)
-

베트남, 동남아시아: 식량과 수자원 확보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

중국, 몽골: 지속가능한 농업 특히,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메콩강 지역: 쌀 저장 가공 시설을 통한 수확 후 관리 시설 확충

-

중소기업 클러스터 대출 등을 통한 소규모 농업종사자 투자 활성화 방안

○ 금융 재정 포용 정책
마련
-

수자원 관개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의 확충 및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알리바바 등 민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형성, 각 나라에 특화된 사업을
시행

-

기후회복력이 높은 쌀 종자 개발 투자 중이며 우즈베키스탄 시장 설립
투자 진행: 원예, 화해 등 상품 다각화를 위한 투자 진행

☐ 2부 토론

○ 임정빈 교수
- (

논평)

서울대학교)

(

UNDP Maddock

자문관은 개도국 농촌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을

제기하고 소농과 대농의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해 논함.
-

상관관계 지수는 무조건 인과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으므로 포괄적 접근
이 필요함.

-

각국 경제적 상황, 사회,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해답은 다르다는 점을 강
조하고 싶음.

-

농업협동조합이 예상과 달리 소농에게 큰 이익이 안된다는 의견을 제기
함.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소수의 중간상인과 관계성립. 교섭력 등과
관련하여 소농이 협동조합에 소속될 경우 가격이나 소득 면에서 좀 더
유리하게 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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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 농업농촌개발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 사업관리 또는 성과관리를
위해서

○ 청중 질문
-

는 중점을 두는 부분이 궁금함.

UNDP

제기한 네 가지 질문 매우 흥미로움. 소농과 대농의 생산성, 도시화와 농
촌사회 유지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듣고 싶음. 협동조합을 농촌개발 프
로젝트에 포함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공유를 바람.

-

경제, 사회 발전 및 환경보호가 강조되어옴. 경제 및 사회 발전, 환경보호
사이에 트레이드오프 효과가 발생함. 자율성이 중요함.

○

Maddock (UNDP)

답변) 전세계적으로 소작농 성공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아시

- (

아의 경우 주로 소득 향상과 가치사슬의 개선이 이루어짐.

○ 김태윤 교수
논평)

- (

서울대학교)

(

ADB

의

는 시장 및 가치사슬, 금융 투자, 관개의

Mahfuz Ahmed

중요성을 함께 강조함.
질문)

- (

(1)

성과관리: 농민들은 비료 구입 및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충분한
수입에도 비료 구입률이 낮음. 정부의 우선구매가 보조금 역할을 하
여 농민들 비료 구매를 촉진한 케이스가 다수 보고됨. 어떻게 하면 효
과적인 방법으로 개도국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함.

(2)

지속가능성: 개도국은 쌀 생산 관련 기계가 많지만 지난

10, 20

년간

쓸모가 없어진 경우가 많음. 소규모 기술이 개도국 농민들에게 실질
적인 도움이 됨.
(3) ADB

○

기관 전략: 현 개도국 상황을 인식하여

ADB

구체적 방향성 제시

Nicholas Maddock (UNDP)
- (

답변) 저소득 국가에서 중소득 국가로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이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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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해지면서 도시로 가는지 또는 도시로 가면서 부유해지는지 명확히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음.
-

협동조합이 저소득 국가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않았지만 고소득 국가는
매우 성공적임. 협동조합은 기업의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음. 조합원 소
득이 크면 성공적, 그 반대이면 실패로 판단. 저소득국에서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문적인 관리 부재로 들 수 있음. 고소득국의
경우 전담 관리 인력이 있음. 일부 답변이 될 것으로 봄.

-

런던에도 매우 낙후된 지역이 있음.

년 전 평가가 이루어 졌는데 지속

20

적으로 더 빈곤해짐. 거주민들은 지역의 혜택을 받고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더 빈곤한 사람들이 이주해옴. 즉, 지역개발보다는 인적개
발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소작농이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소작농 교육에 투
자할 것이며, 비관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임. 교육투자 기회비용이 너
무 크다고 보기 때문임.

○

Mahfuz Ahmed (ADB)

답변) 농민들이 비료나 자재들을 잘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 (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산성 관련 프로젝트 진행 시 농민의 비료 사용을
관찰. 대다수 농민들은 비용 대비 효과를 낮게 책정함. 위험부담자로써
농민은 위험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음. 농민들이 떠안는 투자위험이 생
산성관련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생산성 향상 정도가 크면 클수록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농민 비율이
늘어날 것.
-

지속가능성은 저장 시설이나 사후 관리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정 정
도 향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과 자재를 현지 농민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ADB

전략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는데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

리의 가장 주요한 개발목표임. 식량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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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J. Nielson (World Bank)

답변) 정부와만 함께하는 공적부분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 (
-

지속가능성 관련 부분은 기후변화, 소농 농업생산에 초점을 맞춤.

-

소규모 및 대규모 농가에 각각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암.

-

소규모 프로젝트 성공 후 대규모로 확장시키는

은 간단히 이루

Scale-up

어질 수 없으며 규모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함.
☐ 발표

의 농업 관련

3-1: World Bank

ICT

프로젝트 추진 동향

(David Nielson, World Bank)

○

ICT

와 농업

- ICT

는 단기간에 생활 속 깊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선진국, 개도국 모두

빠른 변화를 겪고 있음. 영세 농민들의 고립성(시장, 정보 접근성)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부문의
-

임.

Game changer

한국의 경우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농업에서 많은

ICT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또한 농민, 중개인 등 다양한 행위자들을 연결해주고 있으며 재원
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

○ 농업 부문

ICT

핵심기능은 농업 가이드라인 제공, 농장 및 농기업에 정보제

공, 정보관리, 시장 참여자간의 연결, 가치 전이 등을 들 수 있음.
1)

농업 가이드라인 제공: 파종시기, 가격정보, 날씨정보, 정책정보, 병충
해 및 질병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가이드 역할을 함.
예)

Plant village:

농부들이 문제점을 인터넷을 통해 대학교에 전송하

여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줌.
2)

농장 및 농기업에 정보제공: 위성 등을 활용한 농사 관련 데이터 수집
수확량, 수확면적, 생산량 등), 기상현상 파악(습기, 토양, 전염병 등),

(

ICT

기술을 통해 농가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답,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성과 모니터링 등.
예) 농사정보 및 관개정보를

IoT

로 활용

사물인터넷),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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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관리: 통계정보, 농장관리 기술에 대한 정보, 예산,

MIS,

정책관

련 정보 등.
4)

시장 참여자간의 연결: 판매 및 구매희망자 파악, 주변 투입물(Input)
활용 가능성 파악 등.
예)

-

hello tractor:

트랙터를 우버 시스템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치 이전: 모바일뱅킹, 전자결제 등 쉬운 구매 및 판매 유도
예)

Vodafone

프로젝트: 농부-은행 간 결제시스템 마련

○ 경제발전을 위한 친농업적
-

현재

ICT

ICT

활용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 개도국의 경우 더욱

극명하여 기술 활용 및 상호 조정, 프로그램 확산 실패가 많이 보고됨.
또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공공부문 활용이 어렵고 세계은행 차원
에서도 포괄적인 전략 및 접근방식 마련이 안 됨.
-

대부분의 세계은행 프로젝트가

ICT

관련 프로젝트이며, 대다수는 농민

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수행됨.

○ 한국과
-

WB

의 협력사항

우간다 프로젝트(ACDP): 소규모 자작농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로 농가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e-voucher, 기술 지원), 시장
접근성 향상 및 저장, 가공시설 마련을 목표로 함.

-

한국의

KREI, EPIS, RDA

마련을 위한 두 건의
Ÿ 우간다

ICT

협력이 진행 중임.

TF

기술 확산을 위한

Ÿ 아시아지역 쌀 재배에
-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 중이며 특히 신탁기금

세계은행 차원에서

ICT

IoT

만 달러 기금제공(협의 중)

5,000

를 활용 효율적 관개 유도 사업

관련 프로젝트 중요성 인지, 한국 선례를 배우고

자 함. 또한 한국은 세계은행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 노하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인 상호 협력 및 교류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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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3-2: ICT

기반

ODA

(Leli Nuryati,

저개발국 성공 추진 사례(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농업부)

○ 인도네시아 국가 식량 통계시스템 소개

(NAIS)

-

국가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목표

를 개발하여 모바일 기기 간에 정보 업

NAIS

로드 및 유포를 가능하게 하였음.
-

아세안 국가에서 중요한 작물은 사탕수수로 2가지 형태의 앱 (웹과 모바
일 버전)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사탕수수 데이터를 생산공장과 회사가
공유하도록 함.

-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ICT

뿐 아니라 농업개발정책도 함께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지역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
숍을 정기 개최하고 있음. 한국에선 농식품교육원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 프로젝트의 범위
-

지정된 9개 주에서 매 달 사탕수수 관련 데이터를 업로드 하고 있음. 이는
인도네시아 국가행동 계획 수립에 명시된 정책이며 점차 아세안 국가로
범위가 확대 될 예정임.

○ 나이스

(NAIS)

-

나이스에 업로드 된 사탕수수 데이터를 공장으로 전송 후 데이터 수요자
(

-

보고 시스템 체계

개인)에게 전송되는 방식임.

현재 사탕수수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와 메타 데이터에 대한 리포팅 시스
템을 활용하고 있음.

-

1)

인터넷으로 사탕수수 데이터를 공장으로부터 수집

2)

데이터를 모바일 어플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 서버로 전송

3)

데이터 베이스 서버로 모인 정보를 중앙 오피스로 전송

4)

개인이 센터, 지역, 구역정보 등을 웹상에서 볼 수 있음.

공장들이 직접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앱스토어 및 웹사
이트 활용이 가능함.

-

사탕수수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가능함. 각 유저는 적절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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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리허가를 받음. 사탕수수 데이터는 매 달 업데이트

○ 나이스 시스템 시행결과
- 2017

년 3월 까지,

의 사탕수수 공장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고 보

70%

고함. 최근 정부 연구원에서 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해 공장 데이터 수집
관리 및 보고 방식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함.

○ 프로젝트 시행의 지속가능성
-

현재 나이스와 농림부 및

현재 정보 및 통계 관할처)의 데이터 통합

BPS(

이 과제임.
-

보고시스템 품질 개선을 위해 정부, 지역, 공장 등간의 파트너십을 유지
하여 정확, 신속,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

보고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감독을 실시해야함.

☐ 발표

3-3:

한국의 농업 관련

○ 한국에서의 농업분야
-

ICT

ICT

적용 현황

고령화 문제,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 농작지 한계 등 한국의 농업발전 저
해요인이 많음. 해결방안으로

-

프로젝트 추진 현황 (이상훈, 농정원)

스마트폰 사용 등

ICT

ICT

적용이 있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지만

농업분야에서는 활용도가 낮음. 비용 감소, 생산성 증가를 활용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음.
1) Agrix(

농림사업관리 시스템): 농업 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농식품부

의 지원 사업 관리가 가능함.
Ÿ 우선 농가들이 시스템에 등록을 한 후 보조금 신청가능. 현재

만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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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등록되어 있음.
Ÿ 농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음.
Ÿ 다른 기관들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며 향후 4차 혁명 등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음.
2)

토양정보시스템: 품목별 경작가능 지역 확인, 토양성분 확인하고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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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료의 처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

GIS

를 이용하여 토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3)

스마트팜: 외부환경 요인 조절을 통해 생산성 증대가 가능. 비용 절감
이 가능하므로 한국에서 많이 사용함. 특히, 양돈분야에서 활발히 이
용함. 환경적 변수가 많은 노지는 활용도가 낮으나 온도, 습도 등의 조
절이 중요한 과수원에서는 스마트팜을 추진하고 있음. 스마트팜 활용
은 생산성 약

25%

증가, 비용 약

8.6%

절감이 가능. 또한 많은 노동비

용을 절감할 수 있음.
4)

축산물품질평가원, 소고기이력시스템: 최종소비자는 모바일이나 컴퓨
터를 통해 생산단위 정보까지 확인 가능함. 백신 등의 정보도 이용할
수 있음.

5)

농정원 옥답: 생산과 유통 정보를 망라하여 정보 제공

○ 한국 농업

-ICT ODA

-

아세안

사업

개국 초청 연수사업 진행하며 현재는 농업 정보, 통계시스템을

10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단계: 생산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

Ÿ

1

Ÿ

FAO

기준코드 적용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행정통계, 모바일 활용하여 나라에 특성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
Ÿ 농정원에 모인 정보를 태국에 있는

AFSIS

통계와 연계하여 공유하는

계획 수립.
Ÿ 마스터 플랜: 1단계 올 해 종료. 내년도부터는 6개국을 대상으로 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 할 계획임. 각 단계별로 통계 구축 관련 주체
정부, 통계청)가 달라지고 있음.

(
-

단발성 시스템 구축이 아닌 국가별 전략 수립을 통한 접근을 고려하고
있음. 각 국가별로 필요한 분야, 우선순위 분야의 프로젝트 추진 연계를
계획. 또한 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연수로의 확대를 논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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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부 토론 및 종합토론

○

David J. Nielson (World Bank)

질문)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작물과는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 (

전자 바우처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Vodafone

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한 노력은?
답변) 부분적으로라도 다양한

- (

ICT

툴(tool)을 통해서 농민들이 더 쉽게

농작물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 또한 과학기술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음. 특히 빈곤층에서 더욱 적용할 수 있음. 이는 생산성 향
상에 도움이 될 것임.
- (

답변) 전자 바우처 효과성 관련 질문에는 전자기계 활용 시스템에는 바

우처가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함. 지원을 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 할 수 있음. 나이지리아는 바우처 효과를 많이 보았고, 지원금 제공
역시 수월히 이루어짐. 하지만 아직 배우는 학습단계에 있다고 생각함.
-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해 공공분야 재원이 진정 필요한 빈곤층에게

vodafone

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함. 사실상 시작단계로 시장 정보 등 5가지 기초
자료를 확인해가는 단계임.

○

Leli Nuryati (

인도네시아 농림부)

논평) 이 프로젝트는

- (

과 관련된

online collecting system

SDGs

목표와 부

합함. 정보 기반 시스템 제공이 그중 하나임. 설탕이나 샐러드 등의 원자
재로 취급되는 전력적인 자원 수입이 쌀, 옥수수, 콩, 사탕수수 순으로 중
요함.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자국 사탕수수 제품 수입을 줄여야 함.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제공해서 문제없는 정책이행이 필요. 이 시스
템은 농식품부 뿐 아니라 중앙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 혜택이 갈 것임. 왜
냐하면 데이터가 없다면 정확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임.
중요한 쌀, 옥수수, 콩, 카사바, 사탕수수 5개 원자재를 선택하여 사탕수
수를 제외한 다른 자원들은 데이터 수립이 완료함. 사탕수수는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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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하여 시스템을 설립하고 있음. 프로젝트 사후에는

IT

부서에서 관리

를 할 예정. 소규모 자작농이 이 시스템의 직접적 수혜자로 계획함. 온라
인 시스템을 매달 모니터링하며 좋은 의사결정 및 정책이라는 혜택을 제
공하려 함.

○

Song, Yang Hoon (

서울대학교)

논평) 2년 전 진행되었던 스마트팜과

- (

이후 많은 케이스가 형성되며

의 융복합은

ICT

년에 시작됨.

2009

에서 평가하려함. 따라서 코이카

MAFRA

등 관계부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짐.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
실상 많은 어려움 존재.

프로젝트는 코이카가 주로 진행을 하며 본

PPP

부처에서도 진행하고 있어 곧 결과를 볼 수 있음.

○

Benoit Thierry (IFAD)
- (

논평)

솔루션은

ICT

SMS,

위성 등을 활용하며 매우 다양함. 민간 업체

에서도 소프트웨어, 앱 등을 개발하고 다양한 시스템이 마련되고 플랫폼을
통해 농민들과 연결이 되고 아시아지역으로 전파되고 있음. 이것은 현재
라고 불리는 지식 전파 단계로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 중요하며

IFAD-ASIA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ICT

분야에서 더 많은 배움과 연구가 필요하고

농민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함. 아주 영세한 농민들을 조직화
하고 이들에게 정보화시스템을 제공해야하며 이를 위한

E-Agriculture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세대 간 디지털 간극이 아주 크다는 것이 문제임.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는
적정 툴을 활용하는 공부가 중요. 현재 많은 툴이 디지털 사용 기회를 낮
추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공공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테마별 리
서치가 유용함. 또한 사용자 친화적 제품생산이 중요. 한국이

ODA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 이해를 강화하여 활용해야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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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제14회 포럼

□ 행사 개요
◦ 주제

:

-

민관협력을 통한 개도국 지원과 국제농업개발

농업부문 민관협력 적용의 필요성, 활용 논거 및 체계적 접근법에 관한
공공 및 민간 개발주체 간 논의 부족

-

농업 관련 기관 간 공동 사전검토 및 기획 등 사업단계별 협업계획 미비

-

민관협력사업의 범위, 유형 및 참여방법에 관한 이해 공유 필요

-

개도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발,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및 농민소득증대 위한 공급사슬 구축방안으로서의 민관협력 확대
실시 필요

-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지속적 관리 및 운영이 중요함에도 공공부문
의 사업 지속 인센티브 낮음

○ 목적
-

민관협력 사업 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도국 농업/농촌 개발에의 함
의 도출

-

공공-민간 협력사업 시행을 통한 각국 농업/농촌 분야 가치사슬 확대와
개도국 농업/농촌 분야의 발전 가능성 모색

□ 세부 프로그램
<표 2-49> 제 14회 포럼 일정
시간

프로그램

비고

14:45-15:00

등 록

15:00-15:05

ㅇ개회사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05-15:35

ㅇ발표 1. 농업 부문 민관협력과 녹색투자 (30‘)

김성우 본부장
(삼정 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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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프로그램

비고

15:35-16:00

ㅇ토론 1

16:00-16:30

ㅇ주제발표 2. 지역개발을 위한 농업 민관협력 사업 (30‘)

16:30-16:55

ㅇ토론 2

16:55-17:05

휴 식 (10‘)

17:05-17:35

ㅇ주제발표 3.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한 민관협력 사업 사례와 시사점 (30‘)

17:35-18:00

ㅇ토론 3

김용빈 소장
(개발마케팅연구소)

김영기 박사
(한국수출입은행)

18:00- 기념촬영 및 정리

□ 참석인원

:

☐ 발표

1:

약

70

명

농업 부문 민관협력과 녹색투자 (김성우 본부장, 삼정

KPMG)

◦ 기후 변화 관련 기금 동향
-

녹색기후기금(Green

에서는 현재 약 4천억 달러 규모의 기

Climate Fund)

후 변화 관련 기금이 선진국에서 모아져 개도국에서 활용되고 있음
-

기후 변화 관련 가장 큰 공여국으로 영국, 미국, 독일, 노르웨이 등을 꼽을
수 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부문 지원 중단을 시사함

-

기금은 현재까지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신재생 에너지 사용 장려,
관개배수 개선,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관련 부문에 주로 사용되어 옴

-

현재 녹색기후기금의 경우 농림 부문 관련 예산은

약

8%(

억 달러)에

400

불과하지만 사무국에서는 해당 비율을 늘리길 희망

◦ 녹색기후기금 현황
-

녹색기후기금은 농업 부문 관련 국제기금 중 가장 활용하기 용이한 기금에
속하며, 기금의 투자 금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녹색기후기금의 차별성:
하기에 용이함,

2)

1)

기존 다른 기금과 비교하여 민간자금을 조달

개도국의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기관이 되어 자금을 받

182

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

녹색기후기금의 8대 중점 분야: 에너지 및 전기, 대중교통, 도시발전 및
산업, 응용에너지, 토지자원 및 농림업,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식량 및
수자원 안보, 기후변화에 적응 가능한 인프라 구축, 생태계 보존 등

-

현재까지 승인된 사업 중 아프리카 및 아시아 사업이 가장 많으며, 이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어느 지역에 대한 차등적 지원이 아닌 지리, 지
역적 균형을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함. 예를 들어, 녹색기후기금의 지원
없이는 낮은 내부수익률로 민간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이 추
진 가능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됨

◦ 녹색기후기금의 농업 부문 연관 사업
- 43

개 승인사업 중 8개가 농업 부문 연관 사업임(아르메니아, 이집트, 감

비아, 스리랑카, 모로코, 나미비아, 우간다, 모로코 사업 등)
-

사업

아르메니아, 이집트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

1(

한 융자 기금 운용)
-

사업

2(

감비아의 강 유역의 지역 단위 기후 적응력 강화 사업): 전체 사

업 자금의
-

사업

3(

-

사업

4(

를 녹색기후기금이 조달하며, 작목 다양화를 주로 지원함

80%

스리랑카 건조 지역 소규모 영농인의 기후 적응성 강화 사업)

나미비아 북부 취약 영농 지역 농업의 기후 적응력 향상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영농센터 설립, 농민 교육 프로그램 등 포함
-

사업

우간다의 습지 생태계 및 저수지 인근 공동체의 적응력 강화): 작목

5(

다양화 및 이상 기후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등
-

사업

6(

모로코 사막화 진행 지역의 관개 개발 및 관개농업 적응성 강화)

◦ 질의 및 토론
-

녹색기후기금에 민간 부문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녹색기후기금은 국내/외 민간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공인기관으로

- (

지정함. 이 기관들이 배정받은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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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독일 등지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민간은행이 존재함. 각 국 담당 부
처와 공인기관 간의 상의를 통해 녹색기후기금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토
록 함으로써 기금의 활용이 가능함. 특히 농업 부문의 경우 녹색기후기
금에서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음. 특히 민간 부문의
사업제안을 평가하기 위한 창구가 별도로 존재함
-

녹색기후기금의 공인기관은 금융기관만 지정될 수 있나?

- (

답변) 금융기관은 예시일 뿐 다른 기관도 공인기관이 될 수 있음. 실제

로 개도국의 정부 기관(부처)이 공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도 많으며 녹
색기후기금이 추구하는 국가 주도성의 정신에도 더 부합함. 또한 한 국
가 당 여러 개의 공인기관이 지정될 수도 있음. 공인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심사 기간이 신속히 이뤄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금 차원에서 확
대 의지가 있는 만큼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녹색기후기금의 자금을 받을 시 이자율과 거치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이자율은

- (
-

1~2%

정도이며,

20~40

년의 장기 대출 형식을 취함

지역이나 기관의 특성이 기금 운용자격에 영향을 미치는가?
답변) 녹색기후기금에는

- (

24

개의 이사국(12개는 개도국,

12

개는 선진국)

이 있으며, 이들의 합의를 통해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함. 개도국 농업의
경우 사무국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문으로 자금 확보가 용이
-

주요 사업 승인 기준은?

- (

답변) (탄소) 배출 저감 관련 사업의 경우 기대되는 이산화탄소 감소량

등이 고려되며, 기후 적응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의 수혜자 수가 고려됨
☐ 발표

2:

지역개발을 위한 농업 민관협력 사업 (김용빈 소장, 개발마케팅연구소)

◦ 국제개발과 농업
-

인간개발지수(Human

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Development Index)

지수로서, 주로 건강, 교육 등의 요소가 주요 결정 요인임
-

산유국의 경우 국가 수입은 많으나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삶의 질은 수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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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수입은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며, 교육의 경우
특히 삶의 질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침. 따라서 가구의 지속적인 수입을
유지하도록 돕는 활동(농업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특히 중요함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와 농업 부문 투자
-

현재 한국의

는 아시아 지역, 사회적 인프라 및 서비스 부문에 집중

ODA

되어 있으며, 농림수산부문의 비중은
-

에 불과함

6.9%

한국은 전형적인 식량수입국으로 현재 식량자급률이
이

23.8%,

곡물자급률

임

50.2%

년대 초반 농가 운영비 대비 농가 수입이 교차하여, 농업 부문의 총

- 2000

경제 생산성이 마이너스를 기록함
-

현재 외국에 투자하는 한국 농기업 중

개 기업은 동남아시아에 투자하

86

고 있음
-

현재 농업 부문 공급사슬 및 투자의 흐름을 살펴보면 도매상이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력이 매우 큼

◦ 민관 협력 모델 제안
-

세계적으로 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규모 지분 투자 형태의
농업 투자 비중이 높음

-

우간다 모델: 농어촌공사가 직접 쌀을 생산하거나 보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쌀 사업 추진 시 신뢰성을 얻기가 어려웠으며, 수원국 차원에서는
토지 제공 관련 협조 외에 다른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음

-

말리 모델: 특정 목표를 가진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하나의 공
동 벤처 투자업체처럼 운영. 인근서 생산된 사탕수수를 모두 매입하여
공장을 운영함

-

중앙아시아 모델: 지역농민조합,

NGO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사업

에 대한 개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함
-

전략적 투자자 발굴, 재원 다양화, 시장지향형 사업 계획 등 현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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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자에 도전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상생모
델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질의 및 토론
-

한국 농업의 생산성 저하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이유는?

- (

답변) 단위 생산성을 높이기 힘든 여러 요인들이 생겨남. 특히 농가당

농지 보유량은 항시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노동비 등 농업 생산에 수반되는 기타 비용이 많이 발생함
☐ 발표

3: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지원한 민관협력 사업 사례와 시사점
김영기 박사, 한국수출입은행)

(

◦ 민관협력

의 개념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

민간 부문에서 조달 가능한 재원으로는 주로 주식 발행이나 대출이 있으
며, 공적 부문에서는 공적 자금, 공여금,
ODA

KOICA

양허성 자금 프로그램,

프로그램 등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임

는 이 두 가지 조달 가능 재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PPP
-

각 국제기구에서 각각 다른

의 정의 및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PPP

PPP

의 두 가지 모델로는 양허성 모델(도로, 물관리 등)과 민간재원조달(PFI)
모델(학교, 병원 등)이 있음
-

양허성 모델(Concession

model):

사용자의 비용 납부를 전제로 함. 예를

들어 도로, 수자원 공급 시스템 등이 있음
-

민간재원조달 모델(PFI

model):

공급 중심의 모델. 예를 들어 학교, 병원

등의 부족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둠
-

일반적 개념의

는, 위험부담을 정부가 하는지 혹은 사적 부문에서 감

PPP

수하는지의 차이에 따라 그 성격이 분리됨
를 활용하는 이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있어 공적 부문의 초기 재

- PPP

정적인 부담과 법적 제약요소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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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빈곤감축

PPP
-

&

개발

인프라 구축에서의

는 인프라 접근성 개선에 있어 중요한 역할 담당

PPP

를 통한 재원 조달은 빈곤 감축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있어 직간

- PPP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는 빈곤층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사업에 접목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으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이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

PPP

사업 사례

터키 유라시아 터널
-

사업 범위: 이스탄불의 동쪽 지역과 서쪽지역의 해저터널을 연결시키기
위한 공사

년)

(BOOT concession contract, 26

-

프로젝트 비용:

-

담당정부기관: 터키 교통해양통신부

-

협력업체:

-

설계/조달/시공: 한국-터키 컨소시움

-

시사점: 다양한 정부 당국이 참여한 사업으로 터키 교통인프라 대규모 투

USD 1.22billion

터키 기업), 기타

SK E&C, YAPI(

자의 최초 사례임.

ECA, MDB,

상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움 형태의

사업이었으며, 이는 큰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 시도였음. 경험이 부
족한 스폰서와 유치국 정부의 협상으로 인하여 사업이 연기되었음. 한편
총리의 강력한 지지와 관심이 사업성과 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2)

라오스 수자력발전소 구축 사업
-

사업 배경: 에너지 공급에서 수력발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증대시키고, 국가의 사회경제
적 발전을 위하여 수력발전소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사업 범위:

-

프로젝트 비용:

급의 수력발전소 건설

410 MW

USD 1.02billion

(BOT

계약,

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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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회사:

-

협력업체:

-

설계/조달/시공:

-

시사점: 환경적 문제 관련 고려, 환경적 타당성 조사 등이 충분하지 않았음.

Xepian-Xenamnoy Power Company

한국),

SK E&C, KOWEPO (

태국),

Ratchaburi (

라오스) 등

LHSE (

SK E&C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자원의 저장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
력발전이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님을 확인

◦ 농업분야 민관협력
-

개발

- PPP

modality

로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임

접근방식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옵션 제공 가능

4.2.3. 제15회 포럼

□ 행사개요: 국내워크숍과 겸하여 개최
*

관련 내용은 앞서 언급된 국내워크숍 부분 참고

4.2.4. 제16회 포럼

□ 행사개요
◦ 주제
-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업/농촌 부문 전략에의 함의

◦ 배경
- 2000

년부터

2015

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에서 채택된 의제인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UN

의 후속 의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MDGs)

가 지난

SDGs)

년 9월 채택되었으며, 여기 포함된

2015

여러 농업/농촌 관련 목표와 전략이 포함되어 있음

Development Goals,
Development Goals,

개 주요 목표에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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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의 명칭이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동안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효과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이 본 의제(SDGs)에 반영됨

-

이에 따라 국제기구, 국가의 개발협력 전담 기관, 비영리단체 등은 향후
활동에 있어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농업/농촌 관련 세부전략을 이해할 필
요가 있으며, 아울러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한층 향상된 개발협력 전략
과 방법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목적
-

농업/농촌 개발협력 관련 기관/기구의

- SDGs
-

SDGs

이후 전략 소개 및 공유

를 중심으로 최근 농업/농촌 개발협력 관련 이슈 소개 및 토론

향후 농업/농촌 국제개발 협력 정책 수립 및 사업 실시에 있어 지속가능
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세부 프로그램
<표 2-50> 제 12회 포럼 일정
시간

프로그램

비고

09:30-10:00

ㅇ등록 (30‘)

10:00-10:05

ㅇ개회사 (5‘)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05-10:10

ㅇ축사 (5‘)

정우용
(한국국제협력단)

10:10-10:20

ㅇ사진 촬영 (10‘)
1부: SDGs 이후 개발협력기구의 전략 변화

10:20-10:50

발표1: UN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특징과개발협력에 있어
서의 새로운 경향

Mr. Artemy Izmestiev
(UNDP)

10:50-11:20

발표2: 아프리카 농촌 혁신을 위한 Farm Africa의 전략 계획

Nicolas Mounard
(Farm Africa)

11:20-11:50

발표3: SDGs 시행 이후 KOICA의 농업개발전략

이동현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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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프로그램

11:50-12:20

ㅇ토론 (30‘)

12:20-13:30

ㅇ점심식사 (70‘)

비고
강상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부: 패러다임 변화 이후의 국가 및 지역 협력 전략
13:30-14:00

발표4: SDGs 이후 일본의 국제농업개발협력 전략

Mr. Shiunichi Nakada
(JICA)

14:00-14:30

발표5: Post-2015 시대 한국의 국제농업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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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에 대한 재고

김지혜
(세계은행)

15:30-16:00

ㅇ토론 (30‘)

이효정
(한국국제협력단)
문건진
(한국개발전략연구소)

16:00-16:50

ㅇ종합토론 (50‘) -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농업/농촌 분야에의 함의

16:50-

ㅇ기념촬영 및 폐회

□ 주요발표 및 토론내용
☐ 발표

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특징과 개발협력에 있

1: UN

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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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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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목표가 완벽히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년 동안 이룬 것이 적지 않

15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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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
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

젊은 인구를 위하여 복지, 일자리, 헬스 등을

지원해야 함.
-

도시인구는 현재

-

인구 증가와 포용 능력의 관계: 인구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지구의 용
적률은

2030

54%

이고

년에는

2050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66%

년이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5~)
-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의와 협상을 통해 정해짐.
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 MDGs

SDGs

는 좀 더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가

지고 설계되었음.
의 디자인에 대한 빠른 평가가 필요하며,

개 이상의 지표들은 최

- SDGs

200

상의 해결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
-

데이터를 각 지역과 각 지역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SDGs

의 원리: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적용해야 할 것임. 아울러 사회, 경제, 환경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정책
을 개발하고 지표를 설정해야 함.
- MAPs(Mainstreaming, Acceleration, Policy support): MAPs

원칙은

SDGs

를 적용함에 있어 통합된 적용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원칙을 천명함
-

지속가능한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고려:

는 협업을 중심으로

UNDP

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자체, 지역조직
과 협업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려하여 농촌개발에 적용하면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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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농촌지역의 빈곤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농촌개발을 지속
적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함. 여전히 교육, 환경, 기후 문제 등이 야기되
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개발을 통한 것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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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화는 중요
한 (국가 개발의)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촌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한
요소임. 왜냐하면 도시화의 트렌드가 (농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농
촌 인구에 대한 수요가 도시화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도시화 되면서
농촌 빈곤이 줄었다는 연구가 있음. 물론 도시화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도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것
은 도시 자체가 아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그렇기 때
문에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함.

◦ 질문
-

결국 사회의 양극화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지역에서는 상대적 빈곤이 두드러짐을 보게 됨.

에서는 상대적

UNDP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함.

◦ 답변
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 관하여 잘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 UNDP

많음. 상대적 빈곤에 관해서는, 발표에서 이미 말했지만 이것은 국제적인
상황이기도 함. 이것 또한 국제적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오로지 개
도국에서만 직면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 어떻게 상대적 빈곤을 해소

192

할 수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나라에서 직
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발표

2:

아프리카 농촌 혁신을 위한

의 전략 계획

Farm Africa

(Nicolas Mounard, Farm Africa)

◦

에서 하는 일

Farm Africa
-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동아프리카에서 주로 사업을 집중함. 탄자니
아,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에서 활동 중임. 성 평등 제고와 농촌개발
등과 관련한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전개함. 약 2천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
하며,

와도 협력하고 있음. 농업, 천연자원 관리, 시장 관리 등에 주로

EU

프로젝트의 초점을 맞춤. 작물, 목재 등의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생산과 판매를 지원함.

○ 접근방식
-

농업, 농촌개발을 위하여 시장과 생산자(농촌사회)가 연결되어 생산자가
수익을 내도록 하는데 기본적인 접근방식을 취함.

-

농업 기술, 관개 시스템, 수자원 관리, 기후스마트 농업, 종자 관련 투자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함.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이 있음

-

천연자원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참여적 산림관리, 생태계 관리 등을 시행
함. 하나의 소규모 지역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
변 지역을 포함한 더욱 포괄적인 형태의 생태계 관리 접근 방식을 취함.

-

산림관리와 관련하여 커피, 향료, 목재 등의 산물로 시장가치를 형성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함(부가가치 형성을 통한 상품화, 시장화)
포괄적 경제’와 관련하여 영국에서 대기업이 소규모 농장과 연계하여

- ‘

일하는 케이스가 증가하는 추세임.
-

농산물 유통망(value

에서 테스코 등의 대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파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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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함(이력제, 위생 등의 조건). 생산자들이 이러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
는 생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중간에서 시장 주체 간의 연결을 도모함.
-

소액금융과 관련하여서 공동체(마을) 단위로 지원활동 전개함. 약 1억 불을
소규모 기업을 위하여 지원함. 시장 참여주체와 금융 분야를 이어주는
것이

-

의 역할임.

Farm Africa

기업 발전을 도모함.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안하고 지원함.

◦ DFID의 농업관련 전략 및 Farm Africa의 DFID와의 협력 현황
의 농업 전략은 크게 농업 변화와 농촌 변화로 나눌 수 있음. 농업

- DFID

변화라 함은 생계형 농업에서 상업형 농업으로의 변환을 꾀하는 것이고,
농촌 변화라 함은 농촌과 도시 지역 모두에서 비농업 경제를 활성화하여
농가가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며, 농촌변화를 도모하는 동시
에 생계형 농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것임.
의 농촌변화 전략과 관련하여

- DFID

의 농촌개발 전략은 도시

Farm Africa

와 농촌의 역동성을 높이고, 이를 위하여 지역 단위의 농산업을 육성하
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 에티오피아 Bale에서의 사업 사례
-

에티오피아는 가뭄과 식량안보 위협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

- ‘PRODUCTIVITY NET SAFETY PROGRAM’:

농업과 식량과 관련하여

사회안전망 성격의 정책 프로그램을 에티오피아 정부가 실행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 사업을 실시함.

Farm Africa

-

에티오피아는 전통적으로 임산물, 커피, 축산업이 발달함.

-

주요 도전 과제는, 인구증가로 인한 압력, 토양 침식, 생산성 저하, 수자
원 부족, 제도 및 기관의 불완전성 등임.

-

에티오피아

Bale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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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대상지역과 관련하여 먼저, 지역의 고도, 토지이용현황, 인구

- Bale

밀집도, 가축밀집도 등의 요소를 주요 분석 기준으로 삼아 지도를 작성하
였음.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세부 단위의 지역의 생태적 환경과 생태
적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3개의 지역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함.
-

이 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건조기후가 악화되는 현상을 보임.
주된 프로젝트는 종자 생산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개의 지역기반

21

농민조직 형성을 지원하고, 이 조직들과 협력하였으며 수확 후 손실을 줄
이기 위한

개의

13

를 설립함. 가뭄에 저항성이 큰 품종

aggregation center

을 선정하고 이러한 종자 생산량을 늘리는 데 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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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생산가치사슬에는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식품과 과채시장에서는 많은
양의 생산물이 버려짐. 생산가치사슬에서 버려지는 양과 더불어, 품질관
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아프리카의 농산물 수출 시장 확대도 빈곤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임. 탄
자니아에서 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함(케냐에서는 옥
수수가 이에 해당). 이러한 주요 농산물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은 결국 아프리카 식량안보와 빈곤을 대응하기 위해 지원
하는 주요 방안 중 하나일 것임.

-

에티오피아의 많은 지역이 매우 건조함. 쌀 재배가 힘든 지역이 많음. 인
프라와 시장, 운송요건 등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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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

3: SDGs

와

KOICA

- SDGs

시행 이후

SDGs

의 농업개발전략 (이동현,

KOICA

KOICA)

사업체계와의 관련성

의 발전방향에 맞게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인프라를 강조하

며 민간개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자 함.
를 달성하는 주요한 방법론은

KOICA

플랫폼 전략이기도 함.

랫폼 전략은 국내의 여러 민간 전문역량을

KOICA

SDGs

KOICA

플

라는 플랫폼을 통해

개도국이 필요한 지역과 분야에 매칭시키는 일을 뜻함.

◦ KOICA의 다섯 가지 프로젝트 사업소개
-

모든 일반 사업은

와 개도국 정부가 같이 기획을 함. 그러나 민관

KOICA

협력(PPP) 사업의 경우, 민간에 기획권을 넘기고

KOICA

는 재원만 지원

하며, 개도국에 필요한 것을 제안하게끔 유도하는 사업임.

◦ KOICA의 지역별, 분야별 재원배분
- SDGs

로 인해

도 변화하면서 분야별 재원 배분 상황이 타당한지

KOICA

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음. (예를 들어 ‘우간다 농촌지역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농촌개발사업’의 경우, 재원이 큰 틀에서 농업 부문에 투입
되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사업모듈 안에 들어있는 세부 부문인 보건
과 교육에 투입된 것으로 볼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통계적인 착시효과가
발생할 것 이라고 예상)

◦ SDGs를 달성을 위한 KOICA의 변화
- 2015

년부터

2016

년까지

KOICA

브랜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는

SDGs

KOICA

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 5가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과 정부 주

도하에 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소녀층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2.

전염병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정책

3.

제4기술혁명에 개도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KOICA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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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5.

아프리카의

ICT

KOICA

의 세부정책

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정부 주도하의 사업

◦ SDGs를 달성을 위한 새마을운동
-

새마을 운동이 다른 나라의 농촌개발정책과 차이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음
정부 또는 마을단위의) 리더십

1. (

근면, 협동, 자조의) 정신적 가치 강조

2. (

마을단위의 농촌개발 시) 경쟁 체제 도입 (예를 들어,

3. (

개 마을에 1만

10

달러를 주었으면 다음 해에는 성과를 평가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낸 곳
에 더 많은 재원을 지원)

◦ 질문
학생)

- (

KOICA

가 왜

SDGs

달성을 해야 하고 동참해야 하는가?

◦ 답변
-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으로 약속한
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SDGs

SDGs

목표에 동

의 방법론과 달성에 동참하는 것이

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목표 달성에 유용하기 때문임

KOICA

◦ 질문
학생) 많은 공여국들이 생산 기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에 대한 특

- (

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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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동
일한 추진전략이 나왔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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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대섭 박사)

- (

Value-Chain

전반에 대한 목표 달성에 집중을 하겠다고 하

는 것에 동의하지만, 실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동안 해
왔던 프로그램들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힘든 측면이 있음.

Value-Chain

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을 때 여러 개의 사업, 즉 동시다발적인 것을
프로그램화 하겠다는 것인가?

◦ 답변
-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Value-Chain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

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만드는
것은 현 체제하에서도 여러 가지 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가능함. 실제적으로
개도국에 위치해 있는

Agency

가 더 많은 효과를 낳기 위해 각

KOICA

모임을 통해서 협력 과제를 도출함. 이를

통해 어떤 방식을 논의하면서 전체적인 해결책이 나오고 각각의 부문에
대한 대안이 나옴. 여러 가지 모듈을 넣었을 때 하나의 가치사슬이 나오
게끔 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수행자들을 뽑아 이것을 총괄해주는 프로젝
트 유닛을 만듦으로써 우리가 제시한

Value-Chain

관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1부 토론

◦ 강상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는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닌 선진국까지 포함하는 공동의 발전

- SDGs
-

공적원조나 일방적인 자원 이전만이 아니라 공유 및 공생의 주제로 개발
협력 부문이 진화될 필요가 있음

- SDGs
1.

는 대략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진다고 판단함

개발협력 전문성 살리기: 현지 상황 문화를 알지 못하고는 개발 전문
성을 높이기 힘들며, 효과적인 개발기재 적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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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기관과의 파트너십: 긴 기간의 프로젝트가 필요함. 즉 대부분 프로
젝트가

3~5

년으로 끝나지만,

10

년 이상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

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발표자에 대한 질문(1):

가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전략

UNDP

과 농업/농촌 개발 전략은 무엇인가?
답변) 기후변화의 경우,

- (

에서는 경상북도 지자체와 함께 네팔 농

UNDP

촌에 태양열에너지를 제공하였음. 일반 전기 공급이 없던 곳이었는데,
이럴 때 통합적 접근방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차별되는 부분
임. 농업/농촌 개발은 광범위한 부문인데, 청정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광
범위하게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 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국제 협약을 통해서 각국의 조율이 필요함
-

발표자에 대한 질문(2): 시장 지향적으로

SME

에서 이익을 얻는 것과 농

업종사자 이익 간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각각 다른

- (

SME

마다 매니저를 두고 각기 다른 관리자를 둠. 수혜

자는 농민이 되어야 할 것임.

가 자금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

UNDP

SME

가 실제 사업 수행을 하는 가치사슬, 특히 협동조합에 대하여 이야기 하
였는데, 그것은 중소기업과 같다고 볼 수 있음. 협동조합의 경우, 고위직
등을 구분하지 않음. 하지만 그 밖의 경우, 각각 분야의 고위 관리직이
꼭 있어야 한다고 봄
-

발표자에 대한 질문(3): 코이카 프로젝트에서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원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소개 부탁

- (

답변) 개발제원을 분야별로 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노

력하고 있음.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투자자금이 주로 사업콘텐츠의 개
발제원이 되고 있음. 또한 개발재원을 인력으로 봤을 경우 현재 다양한
파트너들이 다양한 제원을 들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와 프로젝트가 운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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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호(농경연)
가 발표한

- UNDP

MDGs

와

SDGs

의 차이점은 목표의 숫자가 많아졌고,

목표들 간의 협력 관계가 매우 높아져 개발협력전략의 통합적인 기획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음.
- Farm Africa

발표에서 농업분야에서 많은 개발협력의 필요성을 느낌. 특

히 중소기업의 역할이 시장 참여 기회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을 느꼈음.
-

코이카 개발협력 발표에서 민간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특히 4차
협력관계에서

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감명 깊었음

SDG

는 산업화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관점이라면

- MDG

는 산업화를 합리

SDG

적으로 진행하자는 관점
-

산업화가

차를 지나 4차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과정으로

1, 2, 3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특히 일반기업과의 협
력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듯함.
-

기업들이 단순히 이윤추구를 넘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SDGs

를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보는 경영방식의 전환이 필요함. 기업의 시장확
대기회를

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의 모색하여야함.

SDGs

◦ Artemy Izmestiev(UNDP)
-

많은 프로젝트에서 민간기업을 앞서고 있음.

SDGs

를 기회로 삼고 있는

상황임.
-

민간 부문의 관점은 많은 답이 있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전략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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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5.1. 사업 개요
5.1.1. 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목적
-

뉴스레터는
(CIAP)

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2013

에서 수행하는

for Food Security:

KAPEX (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 사

업에 대해 알리기 위한 매체로써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유관기
관, 대학, 연구소 등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기관들 간 사업 및 행사에 대
한 정보공유를 촉진하고자 발송
-

주기적인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국제농업개발협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관련 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분기별 개최하는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의
주제와 세부프로그램 소개 및 사전 등록 절차 진행

5.1.2. 뉴스레터 구성

◦

2017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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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리포터를 활용하여 국외 농업개발협력에 관련 자료 수집

- KREI
-

시의성 있는 농업개발 협력 이슈 및 특집기사 발굴

-

국제농업개발관련 및 국제협력 관련 새로 나온 보고서와 신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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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향후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활용 방안
-

향후 농업관련

를 수행하는 기관(국립종자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ODA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과 국제협력관련 대학원, 연구소, 관련학회 등)
에 안내문을 보내어 뉴스레터에 공지하고 싶은 행사소식 및 기관 동향에
대한 리포팅을 수시로 요청하여 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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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2018

1.

년도

KAPEX

사업 준비: 사전타당성 조사

라오스

2.1. 개요

◦

년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의 대상국으로 선정된 라오스의 사업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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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3. 1~ 3. 4

2.2. 주요 내용

가. 라오스 농업부 소속 농업지도 및 협동조합국(MAF DAEC) 방문
□ 방문일시 년 월 일 오전 시
: 2017

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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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자
□ 면담자

:

박성재, 원지은
: Mr. Tienne Vannasouk(Deputy Director General), Dr. Sengpaseuth
Rasabandith(Deputy
Director

포함

Director),

DAEC

□ 주요 논의 내용
◦ 농업협동조합 관련 현황
-

Soucanthong

Namvong

Deputy

소속 7인

현재 라오스 전역에는 약 3,600여개의 농가협동그룹(Farmers’

가

Group, FG)

존재하며, 그 중 8개 정도의 그룹이 농업협동조합(Agriculture

Cooperative,

의 초기단계에 해당함. 대개의 농가협동그룹은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약

AC)

및 자금부족, 운영능력 부족으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음.
-

라오스 농가협동그룹의 발전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
음: 가장 기초단계이자 대부분의 그룹들이 속해있는

Learning Group

단

계는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협력 방식에 대해 실천
을 통해 배우는 단계이며,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상호협력의 장점에 대
해 인지하고 지역구(district

level)

에 등록을 완료하고 나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공동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는

Production Group

으로 성장함. 이후 충분한 시간과 경험을 통해 숙련된

Production Group

은

로 성장함.

Agriculture Cooperative

- DAEC

는 농업협동조합의 모델화 및 확산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지만,

일반 농민들이 과거의 사회주의 집단농장 경험으로 인해 농업협동조합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역량이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기존의 라오스 농
가협동그룹 조직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
여 몇몇의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에 농업협동조
합의 기본개념과 장점을 홍보, 확산하고자 함.
-

농업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독일의

DGRV, Hanns Sltledels Foundation

등

이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농민대상 교육 자료와 농업협동조합 관련
장관령(Agreement

of Minister)

등의 문서화를 지원하였지만 그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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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

는 라오스의 농

DAEC

업 농촌 현실에 비추어볼 때 독일의 유럽식 모델보다는 한국의 발전 모
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박성재 박사는 농업협동조합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국
가 맥락의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하며 한국, 일본, 독일 등 타
국가의 농업협동조합 사례에 대해 설명함. 또한 일반 기업과 농업협동조
합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라오스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거시적인 비전 수립이 가장 필요하

◦

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PCP

관련 논의
는

- DAEC

KAPEX

사업 이후

과

Production Group

관련 장관령을 명문화하고(No.
촌지도자 대상 연수 및 태국

Agricultural Cooperatives

2983/MAF, No. 2984/MAF)

study tour

관련하여 농

등을 기획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

여왔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 및 위기에 직면
하고 있음.
-

라오스의

·

년도

2018

는 농업협동조합 정책을 주제로 하며, 특히 라오

PCP

스 농업 농촌의 특징을 고려한 협동조합의 모델화에 초점을 맞춤. 이는
2013

년에 수행한

KAPEX
-

또한

KAPEX

프로그램과 유사한 주제로, 기존에 수행한

사업의 보완 및 심화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년 신규 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검토 중에 있는 ‘라오스 채소

2019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함께 추진된다면 채소재배 시범단지의 조성
사업의 운영주체를 협동조합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의 상호
연관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년도

2018

KAPEX

프로그램

는 라오스 농업부(MAF) 장관 결재

PCP

후 수청기관인 기획산업부(MPI) 측에 제출되었으며,

MPI

측에서 제출을

위한 내부절차 진행 중에 있음. 이후 절차 및 진행상황은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KREI

측과 공유할 예정임.

DAEC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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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OPIA 라오스 사무소, 라오스 국립농림연구원(NAFRI) 방문
□ 방문일시 년 월 일 오후 시
□ 방문자 박성재 원지은
□ 면담자 조명철
라오스 사무소장
: 2017

:

3

2

2

,

:

KOPIA

원장,

Mr.

Khounsh

, Dr. Bounthong Bourhom NAFRI

Manoluck

연구관리팀장,

NAFRI

Vonghamsao NAFRI

□ 주요 논의 내용
◦ 라오스
센터
-

라오스

KOPIA

정보실장,

NAFRI

Dr.

T.

Sisaphaythong

원예연구소 채소연구개발 전문 연구관,

Haddokkeo

KOPIA

Bounsihath

, NAFRI

센터는

前

산림과학연구센터 국장(

Pasalath
NAFRI

Mr. Vongvilay

APACI

사업 담당)

소개 및 라오스 농업현황 소개
년 7월에 개소하여 채소채종육성사업, 누에

2016

육종사업, 닭, 돼지 육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오스 국립농림연
구원(NAFRI) 내에 소재하고 있음.
-

라오스 국립농림연구원(NAFRI)는 우리나라의 농진청, 수산청, 산림청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물다양성 보장, 생산성 증
진, 기후변화대응농업 등과 관련한 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소속연구센터 중 원예연구소는 과일, 채소작물의 생산성 및 지속가능한
식량 수급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

라오스의 채소 농가는 대개 소유농지가
되어 있으며, 관개면적이

1-20%

2ha

미만인 소농을 위주로 구성

에 불과하고 대개 농가가 재래적인 방식

으로 재배하고 있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임.
-

또한 대부분의 채소 생산량을 자급자족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판매 분도 마땅한 판매 경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 더불어 태국, 중국
등의 고품질 수입채소와의 경쟁력에 밀려 시장점유율도 높은 편이라고
보기 어려움.

-

다만 현재 인당 채소소비량이 증가추세(인당

90kg

수준의 연간소비량)라는

점과 비엔티안 내 고위층에서 고품질 채소(유기농 채소)에 대한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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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소재배 시범단지 사업 진행시
고품질의 채소를 생산하여 기존의 수입채소를 대체하는 방식의 접근방
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 비엔티안 채소도매시장 방문
□ 방문일시 년 월 일 오전 시
□ 방문자 박성재 원지은
□ 면담자
비엔티안 사무소
□ 주요 논의 내용
◦ 도매시장 관련 정보
: 2017

:

3

3

,

9

, Dr. Sengpaseuth Rasabandith

: DAEC

-

포함

Khampong Vongphachan

인

DAEC 2

부국장

수도 비엔티안의 외곽에 위치한 유기농채소 도매시장으로,
동그룹(비엔티안 주 내 9개, 그 외 지역 2개)의 약

개 농가협

11

명의 판매자가 이

200

용하고 있음.
-

시장은 매주 월, 수, 토요일 주 3회 열고 있으며 주로 비엔티안 지역 고소
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농가협동그룹위원회 회의 또한 이 시장에서 열
리며, 이 회의에서는 주로 해당 월의 소득 및 특이사항, 향후 개선점 및
계획에 대해 공유함.

DAEC

중앙정부 혹은 지역 공무원이 항상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함.
-

참여 농가협동그룹 중
년에는

Ban Bungphao

마을의 농가협동그룹의 경우

2013

의 공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였

4ha

으나 현재는

로 그 규모가 커졌으며, 회원 수 및 재배시설의 수 또한

10ha

증가함.

라. Thulakhom 지역 Bankean 가축사육 생산그룹(Production Group) 방문
□ 방문일시 년 월 일 오전 시
□ 방문자 박성재 원지은
포함
인
□ 면담자 생산자 그룹 대표 및 회원 농민 여명
: 2017

:

,

:

3

3

11

, Dr. Sengpaseuth Rasabandith
10

DAE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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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 내용
◦ 생산그룹 개황
-

해당 그룹은

2009

년

명의 회원과

22

모로 시작하여 현재는 9개 마을

마리의 가축두수,

400

명의 회원이

63

220ha

Hybrid

의 초지규

의 초지와

리의 가축두수를 유지하며 운영 중에 있음. 특히 그 중
이 좋고 개체 크기가 큰

85ha

1,020

마

마리는 품질

266

종에 해당함.

는 해당 그룹에 그룹의 지역구 등록을 위한 절차상의 도움을 제공

- DAEC

하고, 해당 그룹의 농촌 지도자를 태국의

study tour

에 참여하도록 하여

기술 및 역량개발을 지원하였으며, 가축 사육을 위한 기타 기술 지원을
수행하였음.
-

또한

DAEC

로부터

가 장려하고 있는 사기업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으

Hybrid

품종의 암소를 받아 송아지와 어미 소를 농가와 기업이

나누어 소유하는 등의
-

평균 농가 연간소득은
$8,000)

Joint Venture

사업을 진행함.

만 킵~7,000만 킵(미국달러 기준 대략

2,000

$2,500~

사이임.

◦ 생산그룹 운영 현황 및 특징
-

생산그룹의 운영위원회는 대표 1인, 부대표 2인, 그 외 위원회 회원 5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축 사육(수의학), 비료, 사료 배합, 육류 가공,
공동기금을 위한 회계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

그룹 내에서 소를 판매할 때는 가격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담당자가
1

주일에 한 번씩 일괄로 소를 판매하여 중간상인(middleman)의 폭리를

예방함. 이를 위해 그룹의 다음 공동계획으로 소를 모아둘 수 있는 공동
장소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종자돈 마련을 위한 Group
정도의 규모에 해당함. 매달

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약 5,000만 킵

Fund

2%

대의 이율로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말

정산하여 수익금은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은행의 고리
대출(연이율

에 비교할 때 농민들의 생산기반(농지 등)을 담보로

12-15%)

삼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금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
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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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라오스한국대사관 방문
□ 방문일시 년 월 일 오후
□ 방문자 박성재 원지은
□ 면담자 권순칠 참사관
□ 주요 논의 내용
◦
사업 관련 협조요청
: 2017

:

시

3

3

3

30

2018

년에 수행예정인

분

,

:

KAPEX
- 2013

년에 이어

하고, 특히 현재 진행 중인

PCP

KAPEX

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

제출 및 접수와 관련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

또한 향후 진행될 사업과 관련하여, 연수생 선발 및 초청, 공문서 송신
등의 대사관 협조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함.

-

이에 권순칠 참사관은

KAPEX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즉

각적인 협조를 약속하며, 현지 공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의견수렴
의 중요성을 강조함.

2.

몽골

2.1. 개요

◦

년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의 대상국으로 선정된 몽골의 사업

2018

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들과의 사업 진행을 위한 정책협의 실시

◦ 사업요청서에 명시된 요청 주제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

요청 분야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와 현지실사를 통한 분야 확정

◦ 기간

: 2017. 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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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 내용

가.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 기획재정국장(Mr. Mijidsuren) 면담
□ 주요 면담 내용
○ 몽골정부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와 연계하여
년까지 추진하고자
(SDGs)

하는 주요 전략

개를 수립하였는데, 이 중

40

2030

개가 농업경공업부와 직접

17

적인 연관이 있다.
-

식품농업경공업부는 필요한 전략 수립을 위해 농축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축산업 관련 제도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수의 분야는 전면적 제
도 및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특히 축산물 처리과정의 현대화가 절대적
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농업경공업부는 국제
기구 및 공여국과의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더불
어 축산물 안전관리 분야도 현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식품농업경공업부 장관은 수의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및 개발협력 사업
요청을 통해 축산물 수출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협력 사업을 검토하여 산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
구, 기술전수, 기자재 제공 사업 등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
하고, 정부 투자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2017

년 상반기 가축유전법을 개정하여 정책 및 사업실행은

수의국에서 담당하고, 질병국을 신설하여 가축위생 및 질병관리를 담당
하게 하는 등 관련 조직의 구조를 재정비하고자 한다.
-

기획재정국 국장 및 관계자에 따르면, 축산물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질병예방 등에 대한 수의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 및 지식 전수가 필요하며, 한국의 정책 경험 등을 공유하는 프로그
램이 지원되길 희망하고 있다.

-

더불어 한국의

KOICA

및 농식품부에서 지원하였던 동몽골 할흐골 사업의

추진은 그 동안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추진 상 어려움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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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토지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향후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되고 있
다. 몽골 정부는 할흐골 지역을 청정축산물 생산을 통한 수출 단지로 조성
되기를 희망하나 시설, 유통인프라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어
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신중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나.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 수의국장 면담
□ 주요 면담 내용
○ 민간 수의사 역량강화 수의 병원 운영 및 경영 개선 가축병원의 민영화 추
진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수의사→병원→서비스 제공 등의 일관적인 통
,

,

,

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자 하는 수출단지 조성과 연계되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수의

·

사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은 민간 분야와 통합을 추진하여 프로그램의 질
을 제고하고, 동쪽과 서쪽에서 울란바토르에 진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자동
화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며, 명확한 이력제(traceability)를 시행, 조기에 정
착할 수 있게 선진국과의 공동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

○ 또한 국립수의병원 및 향후 도·시·군 단위 수의병원을 지역 단위로 건설하
여 전반적인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 몽골생명과학대학 수의과 대학 학장(Gombojav 교수) 면담
□ 주요 면담 내용
○ 몽골생명과학대학은 년부터 한국의 제주대학교 수의과 대학과 교류하
2014

고 있으며, 제주대학의 여름방학을 통해 교수 및 학생들이 몽골을 방문하여
기술 전수 위주의 교류를 하고 있고, 단과대학 수준의 연구 양해각서 체결
도 추진되었다.
-

향후 대학 수준의

MOU

체결(2017년 7월 예정)을 통해 적극적인 연구

교류를 추진고자 한다. 특히, 수의 검사관련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축종은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 말을 선정하여 질병검사 및 치료와 관련된
양 대학의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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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향후 한국과의 교류는 가축사양,

GAP, HACCP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전수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위생검사 관련 연구 장비
및 약품 제공, 연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희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축산물에 포함되고 있는 항생제 함유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 도입 및 운
영 방안 마련을 시급한 분야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
되고, 가축 부산물(가죽, 양모, 캐시미어) 등의 품질과도 직결되어 경공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협력 사업으로 고려되길 희
망하고 있다.

라. 울란바토르 서쪽 경계 지역 축산 가공공장 및 검역센터 방문
□ 주요 방문 내용
○ 울란바토르 서쪽 경계 지역 축산 가공 현황
-

전통 방식의 도축장이 9곳, 자동화된 도축장이 2곳

-

도축된 가축은 털(캐시미어, 양모 등) 가공, 가죽 가공, 육류 가공 등을
담당하는

여개 업체로 분산되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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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센터의 역할
-

울란바토르로 들어오는 접경지역에는 가축의 출입 시 검역센터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특히 각지에서 모인 축산물의 원산지 등이 기록된 가
축원부를 축적하고 관리한다.

-

전국 약

곳 정도의 검역센터 중 약

1,200

900

곳 정도는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
-

도축되는 가축 당 일정액의 수임료가 법정으로 정해져 있으며, 수의사들의
수입원이 된다. 정부에서는 주로 수의사 교육, 실험 관련 화학약품 보급
등의 지원을 한다.

○ 정책 수요
-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및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 기자재가 부족하다. 중
앙과 지방 검역센터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

정부 차원에서 흩어져 있는 검역센터를 모아 검역 거점 센터를 설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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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획 중이다.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수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첨단 검사 시설이 있다 하더
라도 이를 운용할 만한 인적 역량이 갖춰져야만 한다.

마. 울란바토르 동쪽 경계 지역 축산 가공공장 및 검역센터 방문
□ 주요 방문 내용
○ 울란바토르 동쪽 경계 지역 특성
-

초지가 풍부하여 양질의 육류가 생산되는 반면, 질병이 수시로 발생한다.
동쪽 지역은 특히 인근 지역 야생동물의 출입이 잦아서 질병 확산의 위
험이 서쪽 지역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울란바토르 동쪽 경계에는 축산 가공 단지가 모여 있는 곳을
중심으로 앞/뒤로 검역이 실시된다.

-

다만 아직 검역 및 소독 시설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기 힘
든 상황이다.

○ 방문 가공공장 현황
-

전통적 형태의 도축/1차 가공 업체이며, 5월15일부터

월15일 무렵까지

10

공장을 운영한다.
-

총

여 명의 고용 인력 중 수의사는 2명

-

업무 기간에는 하루

-

수출 가능성 제고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생제 등 잔류물 검사 장치

20

○ 정책 수요

100~150

마리의 가축을 도축한다.

의 도입이 필요하다.

바.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 지역 간 토지관리 담당 과장
□ 주요 방문 내용
○ 계절의 변화에 따른 초지 관리의 어려움
-

몽골 전 국토를 구성하는

21

개의 아이막(aimag) 중 약

12

개의 아이막은

겨울철 추운 날씨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겨울 목축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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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유목민들은 가축들을 나머지 9개 아이막으로 이동시켜 키우는
경우가 많다.

- 이로 인해 가축 질병의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는데 근본적인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 한편 가축 수의 증가, 기후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초지 보유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 협력 요청 사항 논의

- 초지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
요가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다.
- 수의 서비스 제공 및 가축 관리/등록을 위한 인적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
며, 관련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한국 측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

캄보디아

3.

3.1. 개요

○ 농정성과 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국 협력부처 관계자와의 사업
설명 및 향후 추진 방식, 일정, 추진단 구성 등 논의

○

ODA

사업 추진을 위한 담당 부서 면담을 통한 데이터, 정책 등의 관련 자료 확보

○ 사업요청서에 명시된 요청 주제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

요청 분야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와 현지실사를 통한 분야 확정

◦ 기간

:

2017. 2. 27 ~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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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내용

가. 캄보디아 농업청(GDA) 방문 및 면담
□ 방문일시 년 월 일 오전 시
□ 방문자 김윤정 박성재
□ 면담자
청장
: 2017

:

2

28

9

,

: Hean Vanhan(GDA

개발과장),

부청장).

), Prak Cheattho(

특용작물부 과장),

Yin Chansothy(

인사

Ty Channa(

특용작물

Nouv Thong(

관리 과장), 방진기(KOPIA 소장), 송기덕(KOPIA 농촌지도 전문가)

□ 주요 논의 내용
○ 캄보디아 농업청

은 캄보디아 농

(General Directorate of Agriculturer: GDA)

수산부에 속한 독립기관으로 한국의 농업진흥청 역할을 담당

○ 캄보디아의 농업 현황
-

캄보디아의 농업이 전체 경제의 차지하는 비율은
2015

-

년

28.6%

년

2011

34.6%

에서

를 차지하고 있음

지난 4년 동안 농업이 캄보디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는 서비스 및 산업 부분의 발전이 두드러졌기 때문

-

캄보디아의 농업구조를 보면
3%,

-

수산

5.9%,

산림

에서 농작물이

GDP

를 차지하며 축산이

15.8%

를 차지하고 있음(2016,

1.8%

MAFF)

특히, 농작물은 캄보디아 경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산업 전체
에서도

를 차지고 있음(농산업은 농작물, 축산, 수산, 산림으로 구성됨)

60%

○ 캄보디아의 주요 작물
-

캄보디아의 주요 작물로는 쌀이 있는데

-

캄보디아의 쌀 생산량과 경작크기는

의 생산량은

2015-2016

2015

톤/ha

3.085

년에 예년에 비해 조금 줄었지

만 생산량은 소폭 상승하였음
-

캄보디아의 쌀의 수출 시도를 하고 있으나 베트남과 태국 등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미흡함

-

쌀 이외의 작물로는 옥수수와 카사바가 그 뒤를 잇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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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inistry of Planning(MoP) 2015

○ 캄보디아의 옥수수 현황
- 10

년 전부터 옥수수 연구를 시작하였고

KOPIA

센터가 3년 전에 오픈하

면서 옥수수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고 현지 공무원들이 평가함
-

하지만, 캄보디아는 옥수수 종자를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
음. 중국과 베트남, 태국으로 옥수수를 역 수출하고 있는데 옥수수 종자
수입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농업 생산성이 약화되고 있음

-

캄보디아의 총 경작면적(439만 ha) 중 옥수수 재배는 4.2%를 차지함

-

캄보디아에서 태국의 옥수수 종자의 수입비용은
생산량은

로 작년에만 약

20kg/ha

50

1 USD/kg

이고 옥수수

만 달러치의 종자 수입 비용을 지출

하였음
-

옥수수는 2015년 183,494ha 재배하여 732,707톤을 생산하는 주요작물이나
자국 보급종자가 전혀 없음 (MAFF, 2016)

-

캄보디아 농업부에서는 옥수수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세부항목들이
부재하고 농업전략의 부분으로만 존재 함

-

캄보디아 내의 태국 회사인

의 옥수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CP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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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기 때문의 캄보디아 정부는 옥수수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고자 함.

○ 신품종
-

F1

종자

캄보디아 최초 개발
F1

F1

품종(BNT-5666) 교배친 재식방법 구명하였으며

종자의 전문 기술 개발 및 교육을 위해서는 농업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영농기술보급과(Department

of agricul-

에서 맡는 내용에 관해서 논의 함

tural extension)
- F1

·

신품종(BNT-5666)에 대한 건 우기별 생산력검정 시험결과

개발한

BNT-5666

에서

GDA

이 건기와 우기 모두 병해율이 다른 품종에 비해 낮고

생산량도 다른 종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어느정도 경쟁가능
성이 있다고 판단
공시품종 (계통)
시기

건기
우기

특성

BNT-5666
(GDA개발)

CP 888 (표준)

Pacific 999 (대비)

병해 (%)

3

5

5

수량 (톤/ ha)

9.4

9.6

9.5

병해 (%)

5

8

15

수량 (톤/ ha)

9.5

9.5

9.4

출처: 캄보디아 KOPIA 센터 2016

○

2018

년

KAPEX

년도

- 2013

사업에 대한 설명

KAPEX

사업에 참여하였던 담당부서는 영농기술보급과(GAE)로

옥수수 종자 보급 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농업청(GDA)이 참여해야 할
것으로 이해되었음
-

하지만, 옥수수 종자 보급 시스템의 기술 보급 전략 마련을 위해
작성과 이전

KAPEX

PCP

내용

사업에 참여하였던 영농기술보급과와의 협업을 요

청하여 현지에서 적극 수용하기로 함
- KAPEX

사업의 질의 응답과 프로그램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

으며 특히, 장기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을 표명하였음.

Hean Vanhan

청장이 깊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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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대사관 업무 협의
□ 일시 년 월 일 오후 시
□ 참석자 김윤정 박성재 정차영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등 서기관
□ 주요 논의 내용
○
사업의 전반적인 소개 및 한국의
사업 현황
: 2017

2

:

28

,

4

,

(

KAPEX

○

2

ODA

-

초청연수 및 장기연수 시 비자발급 등 업무협조 요청

-

현지 워크숍 개최 시 참석 요청

ODA

)

사업 선정에 관한 내용
의

- MAFF

PCP

제출 현황 및 방식 설명을 통해

사업 선정에 필요한

ODA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었는지 확인
- ODA

사업 선정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는 변동가능성이 큰 내용이며

도에 시작되는

KAPEX

년

2018

사업에 관해서는 내년 2월에 협의의사록 사인을

위한 정책 협의회 등의 일정을 설명하였음.

○ 캄보디아 농업부 및
와

- KAPEX

ODA

KOPIA

센터의 원활한 소통 요청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현지 담당부서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요청하였으며 관련 행사에 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하였음.

다. 캄보디아 영농기술보급과 방문 및 면담
□ 일시 년 월 일 오전 시
□ 참석자 김윤정 박성재
영농기술보급과 과장
□ 주요 내용
○ 년도
국가 선정
: 2016

3

:

1

,

2018

10

. Mao Minea(

)

KAPEX

년도

- 2018

KAPEX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는 공지와 함께 향후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 KAPEX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 기술 보급 시스템 전략 수립과 마을 단위의

기술 보급 시스템 발전에 대해서 농정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함
-

현재 캄보디아는 정부단위(national-level) 지도자가

명, 도(province-level)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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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지도자가 약

명, 구(district-level) 단위 지도자가

160

명으로 전체 약

800

명의 지도자가 존재함. 하지만 2013년 기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1,000

만 명으로 캄보디아 농업종사자 숫자에 따르면 2,000여 명의 지도자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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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상황

○ 옥수수 종자 보급에 관한
- KAPEX

사업은

ODA

ODA

사업

사업의 성공적인 착수를 위한 예비 사업의 개념으

로 한국의 농정성과를 공유함으로써

ODA

사업에 필요한 공무원들의 역

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함
-

하지만, 농업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옥수수 종자 보급을 위한 효율적인
영농기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GDA와 GAE의
담당자들이 모두

KAPEX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