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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보고서는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
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정책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
상국의 전문가가 함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고

자 한다. 특히 사업의 결과물을 향후 개발협력을 위한 사업발굴의 기초자료
로 활용함으로써 대상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에 캄보디아, 라오스,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한 뒤 2014년에는 베

트남, 우간다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 해 대상국은 르완다,
미얀마, 파라과이, 필리핀이었다. KAPEX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2년
차 대상국가 담당자들을 다시 초청하여 사업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는 등 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도 노력하였다. 특히 협력사업 네트
워킹 확대를 위해 개도국 인적 자원의 DB 구축, 국제농업개발협력 정보시
스템 구축 등 국내 유관기관의 사업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기
시작하였다. 오프라인에서의 국내 산-학-관-연 교류 확대의 일환으로 ‘국제
농업파트너십 포럼’을 조직하고 네 번에 걸쳐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질서가 만들어졌으며,

식량안보와 농촌개발은 여전히 핵심적인 협력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이 사
업이 개도국의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 제
시하는데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 사업의 진행과정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
들에게 감사드린다.
2015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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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tiry, 이하 KAPEX) 사업’은 대상국의 수요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농정경험 및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도
국 스스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목
적을 두고 있다.
KAPEX 사업은 크게 국가별 사업, 농정성과 확산 장기연수, 국제농업파

트너십 포럼 및 국제농업개발협력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되며 국별 사
업의 경우, 공동연구/조사, 농정성과 확산 연수, 정책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공동연구/조사는 협력대상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된 주제의 현황, 문제
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대상국의 공동조사팀과 한국 전문가가 공동연구
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정성과 확산 연수는 강의, 현장견학, 토론 등
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고위
급 공무원 및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초청연수와 실무급 공무원
및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지연수를 실시하였다. 정책 워크숍은 국
내와 현지에서 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공동조사 및 연수 결과와 국내외 개
발협력사업 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하였다.
농정성과 확산 장기연수를 통하여 협력 대상국별 실무담당자 3인(미얀마
의 경우, 1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6개월 간 강의 및 현장학습을 진행
하고 연수자들이 각 주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 · ·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은 농업개발협력을 위한 민 관 학 연의 파트너십
강화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 활용이 주된 목적이다. 2015년 총 4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각각 ‘농업 분야 ODA 성과기반관리 이론과 사례’,
‘민관협력을 통한 농업 ODA 효과성 제고’, ‘KAPEX 결과 공유 및 농업농

촌개발 ODA 동향’, ‘2016 KAEPX 대상국 농정현황 및 사업 사례’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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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국제농업개발협력 정보시스템 구축은 농림 ODA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2차년도 사업으로 유관기관 및
업무담당자 개별로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의 공무원 및 각계의 전문가의 인
적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인적 DB를 업데이트하였다.
2016년도 KAPEX 사업 협력대상국으로 모잠비크, 몽골, 인도네시아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2013년 초 17개 KAPEX 사업 대상국을 상대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올 해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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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1. 필요성

○ 우리 정부는 2009년 7월 라퀼라 선언1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
량안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
로 식량안보와 관련된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투자부진과 곡물가격 급등
(2008년)으로 식량안보에 취약한 국가들의 빈곤 퇴치에 기여하고자 함.
- 특히,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 빈곤 퇴치를 위하여 식량안보에 대한 포

괄적 접근과 국제적 공조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등 국제적 공감대 형
성 및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자 함.
1 '09.7월 G8 정상회의에 참석한 27개 국가 및 15개 국제기구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해 3년간 2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선언으로, 정식 명칭은 ‘식량안보에 대한 라퀼
라 합동 선언(AFSI)'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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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으로 식량안보의 의제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생산성 향상, 농촌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농업·농촌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포괄
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전반의 성장 촉진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
고 있음.
-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으로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 식량안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은 농업 생산성 증대 및 관리시설강

화 등 농업 전 부문에 대한 가치사슬(value chain)적 접근을 포함하여
환경, 자원(물적·인적자원),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지원으로 해석되
어야 함.

본 사업의 식량안보를 위한 라퀼라 공동선언 연계 부분 발췌

··· 식량안보, 영양공급, 지속가능 농업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방법을 통해 ··· 해결하여야 한다.
3. ··· 이를 위해 취약국가 및 지역이 스스로 식량안보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하
도록 도우며 ···
4. ··· 식량안보 의제는 ··· 농업과 농촌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9. ··· 파트너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노력으로 함께 세계 극빈 지역을 우
2.

선적으로 효과적인 식량안보 전략을 설계하고 이행할 수 있다.

12.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세계적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필요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결의를 다진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년간
의 재원약속 등을 통하여 농업과 식량안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
해 노력할 것이다.

○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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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최근까지 대부분의 저개발국은 농업과 식량안보에 대한 투자가 미흡

하고 그로 인한 영향과 경기침체가 빈곤을 심화시켜 경제성장을 저해
하고 있음. 따라서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국가, 지
역, 세계 차원에서 공조 노력이 요구됨.
- 1970년대에 국제미작연구소(IRRI)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식량자급을

달성한 한국의 경우를 볼 때, 식량안보는 국가차원의 투자의지와 정
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식량안보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협력대
상국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를 통한 역량강화가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국제 공조강화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체계 구축 필요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및 국제 농산물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변동,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 요소에 대한 모니
터링과 분석이 필요함. 따라서 협력대상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
연구를 확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대상국
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개선체계를 구축할 필
요가 있음.

○

더불어 새천년개발목표(MDGs)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에서도 식량안보 및 농업·농촌개발을 통한 빈곤퇴치는 최우선 과

제임.
- SDGs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는 빈곤퇴치와 기아해소이며, 저개발

국 빈곤인구의 4분의 3은 농촌에 거주, 농업 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효

·

과는 타부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에 농업 농촌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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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개발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우리의 농정경험과 기술 등 성과를 집
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직접적인 물자지원 이외에도 정책담당자 스스로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할 필요
-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전문가 파견, 조사연구, 연수 등을 통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TC)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
* 1980년대까지 선진국 우수사례에 대한 단기연수 위주에서 ’96년
OECD “지식기반경제” 보고서를 통해 개발경험과 기술, 지식 등의

지원이 직접적인 물자지원에 의한 원조보다 중요도가 높아짐.
- 따라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농정 경험

을 축적,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효과적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활용할 필요

1.2. 목적

○ 본 사업의 목적은 기술/정보/훈련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홍보
위주의 일회성 교육과 일방적인 경험전수를 지양하며, 특정 세부분야에
전문성 있는 양국간 공동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고 ‘쌍방향 연구교류 및
정보공유’를 통해 개도국의 식량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농업부문 협력대상국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를 통한 공조 강화 및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식량안보, 빈곤탈피를 위하여 개도국 스스로 농정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의 강화를 지원
- 저개발국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나라의 농림업 분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협력 사업의 조사 및 발굴
- 우리나라 세부분야별 농정성과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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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미지 제고

1.3. 사업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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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대효과

○ 협력대상국이 자력으로 농업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발굴

·

하고 스스로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

협력대상국의 농업 농촌부문 개발수요에 우리나라의 협력가능 분야를
적절하게 대응시킬 수 있는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공동 발굴

2. 사업 내용 및 구성

2.1. 기본 방향

○

·

협력대상국 농업 농촌부문 개발수요 및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사업 주제의 선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

·

- 협력대상국은 자국의 농업 농촌부문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발협력분야의 주제를 후보로 제시하여 협의. 주제선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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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협력대상국의 경제 및 농업 현황과 문제점, 정책과제에 대한 자
료수집과 기초연구를 수행
- 우리측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주제(‘한국형 ODA 모델’에

서의 농림업 협력 프로그램, 국가협력전략 등)를 제시하여 협의
- 우리나라의 농정 경험과 대상국 농림업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대상국으로의 성과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주제로 선정하여 추진

○ 협력대상국 개발협력수요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주제 선정과 사업내용의
현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전문가 활용 권장
- 현지 개발협력 프로그램 운영시 현장파견 한국 전문가와 국제기구 전

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객관성 및 내실화 도모

○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 중심의 국내워크숍을 개최를 통해 사업의
결과물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ODA) 프로젝트로 연계하
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을 통해 유관기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함.
- 국제농업개발협력 정보시스템,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글로벌 인재양

성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제농업협력의 질적 발전에 기여

2.2. 세부 사업 구성

○

발전 잠재역량 공동연구/조사
- 협력대상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협력분야 혹은 주제의 현황, 문

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공동연구/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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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으로부터의 개발수요에 대한 파악
- 핵심 분야에 대한 기초통계 수집과 필요시 이해관계자 인터뷰, 우리

측 전문가 파견 및 현지 공동조사를 통한 연구수행

○

농정 성과확산 연수
- 해당분야 정책담당자, 전문가 대상
- 정책수립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 분야별 우리나라 농정성과 교육, 현

장견학 및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및 공유 등으로 구성
- 국내연수, 현지연수로 나누어 총 20일 내외로 시행

○

정책협의 워크숍
- 대상국 내 이해당사자, 국내 전문가의 참여(대상국 및 국내 각 1회 개최)
-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사례 소개, 잠재역량 공동조사 및 초청연

수 결과 발표, 대상국 내 국제농업협력기관의 대표 협력사례 소개(라
운드 테이블 형식)
- 농림분야 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차년도 개발협력 사업 발굴 등에

활용

○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장기연수 프로그램)
- 대상국 농업, 농촌 개발 분야 공무원의 정책수립 역량제고
- 해당국 개별 실무담당 공무원 3인을 대상으로 장기연수 진행 (6개월)
- 한국의 농업, 농촌 정책 및 발전 사례와 관련된 강의, 현장학습 실시
- 연수생의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

국제농업개발협력 정보시스템 구축 및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운영
- 해외 국제개발협력 관련 인적 DB를 포함한 온라인 정보공유시스템

을 구축하여 국제농업개발 및 해외농업 관련 정보를 공유
-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을 구성하여 농림업 분야 민관 파트너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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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오프라인 포럼을 통해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고 전문가 풀을 이용

하여 사업의 질적 제고에 기여

○

KAPEX 사후관리
- KAPEX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체계 마련
- 완료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 제공
- 성과 공유 및 지속적 교류를 통한 기존 네트워킹의 강화
- 장기적으로 성과 분석 및 사업 평가를 기반으로 KAPEX 사업의 체계화
- ODA 제안서에 대한 전문가 심층 분석을 통해 사업 채택율 제고에

기여

2.3. 국제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 수행

○ 농경연 자체 기본과제를 통한 「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

」 수행

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

- 협력대상국 수요와 우리의 비교우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국가협력

전략(CPS)에서의 중점협력 방향과 분야 등을 분석 하여 콘텐츠 개발
우선순위 설정
-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농촌종합개발, 농업생산기

·

반,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산물 가공 분야 선정하여 각 분야별 국
영문 보고서 작성

○ 프로그램의 체계적 정리와 지속적 보완을 통한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의
매뉴얼로 활용
- 협력대상국 농림업 분야 사업 발굴, 세부사업 선정, 사업 수행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국내외 연수시 교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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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구성

3.1. 결과보고서

○
○
○

2015년도 KAPEX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

국가 및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2016년도 KAPEX 사업 준비현황

3.2. KAPEX 사업별 보고서

○
○
○
○

2015년도 KAPEX 필리핀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2015년도 KAPEX 파라과이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2015년도 KAPEX 르완다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2015년도 KAPEX 미얀마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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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2015년도 KAPEX 사업 추진개요

1. KAPEX 사업 추진일정

구분
정책협의
공동연구
현지조사
연수
정책워크숍

표 2-1 2015년도 KAPEX 사업 추진일정
1차
2차
1차
2차
국내
현지
국내
현지

르완다
‘14.12.4
‘15.3.23
‘15.4.23~
10.22
‘15.6.27~7.4
‘15.8.22~31
‘15.6.21~28
‘15.8.24~29
‘15.10.21
‘15.9.1

파라과이
’14.12.3
’15.3.31
’15.4.1~11.30
’15.8.4~12
’15.6.22~27
’15.8.4~12
’15.10.21
’15.8.12

필리핀
‘14.10.21
‘15.2.26
‘15.3.1.~8.30
.
‘15.7.15.~18
‘15.7.16.~20.
‘15.8.17.~26.
‘15.8.17.~26.
2015.10.21.

미얀마*
‘14.8.25
‘15.3.26
‘15.4.20~
10.20
*
*

* 미얀마의 경우 당초 2014년도에 사업 추진 예정이었으나, 담당 부서 변경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해 2015년도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 범위를 축소함(공동연구와 장기연수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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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추진내용

2.1. 르완다
2.1.1. 사업주제

○

“르완다 가축 사육 및 관리(Livestock Farming and Management in
Rwanda)”

2.1.2. 정책협의

○
○
○

기간 : ‘14.12.4/’15.3.23(총 2회)
대상기관 : 르완다 농업축산자원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Animal
Resources)

내용
- 1차: 세부분야 선정과 세부분야에 따른 협의의사록 및 과업지시서 구

성 방식, 초청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수립 및 방식과 일정, 2차
정책협의회 개최를 위한 협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
차: 협의의사록(ROD) 교환 및 공동조사, 초청/현지 연수 등 향후

- 2

일정 협의

2.1.3. 공동연구

○
○

연구기간 : ‘15.4.23~10.22(6개월)
공동연구단 구성
- 한 국 : 허덕 박사(농경연), 서강석 교수(순천대)
- 르완다 : Hirwa Clare D'Andre(르완다 농업위원회)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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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한 국 : 선정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정 사례 및 해당국의 정책추

· ·

진 방안 제시, 해당국 착수 중간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의
견서 및 국내전문가 결과보고서 작성
- 르완다 : 르완다의 축산 현황 및 축산 정책 추진 현황 분석, 국제협력

· ·

사업 사례 조사 및 착수 중간 결과보고서 작성

○
○
○

착수보고서 접수 : ‘15.4.30
주요 조사지 : 르완다 키갈리(Kigali) 및 부게세라(Bugesera) 지역 등
주요 연구내용 :
- 르완다 축산 현황 이해
- 르완다 축산업, 특히 육류 산업의 가치 사슬 분석
- 르완다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육류 산업 현황 관련 설문 실시
- 설문 분석 및 기존 2차 자료 문헌 검토

○

- 한국의 정책 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안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 ‘15.11.6

2.1.4. 국내 초청연수

○
○
○

·

기간 : ‘15.6.21~28(총 8일, 입 출국일 포함)
참가인원 : 5명
- 르완다 농업위원회 2명, 지방 정부 관계자 2명, 민간 CEO 1명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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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 2-2 르완다 초청연수 내용

내용
한국 낙농과 육우 산업
한국 축산업의 현황과 전망(1)-한우를 중심으로
강의 한국 축산업의 현황과 전망(2)-가금류 중심으로
한국 축산업 발전에 따른 가축개량 변화 과정
한국 축산업 유통 구조와 개선 방안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현장 한국종축개량협회
학습 대한양계협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참프레 부안 공장
축산물품질평가원

비고
조석진(건국대)
백명기(서울대)
김정주(건국대)
서강석(순천대)
허덕(농경연)
한국 축산 정책 유관
기관 방문,
한국 축산물 이력제
등 르완다 정책
적용을 위한 방안
탐색

토론 르완다 육류 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및
발표 축산업 분야 농업정책 및 전략 수립

베트남 연수단
허 장(농경연)
우병준(농경연)
김종선(농경연)

연수 결과
- 르완다 육류 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행계획서(Action
Plan) 작성

2.1.5. 현지연수

○
○

기간 : ‘15.8.24~29(총 6일)
참가인원 : 총 20명(정부 산하 연구기관,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 당초 총 20명으로 연수를 진행하였으나 수업일수 부족으로 1명이 수

료하지 못함. 총 수료인원은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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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구분

표 2-3 르완다 현지연수 내용

내용
- 르완다 축산업 현황 및 개선 방향
- 르완다 육류 생산 현황
- 한국 축산 정책의 변화와 의미
- 축산업의 이해와 축산농가 소득향상
강의 - 르완다 육가공 현황
- 한국의 종축개량 과정과 그 의미
- 르완다 육류 부문 마케팅 전략 수립
- 육우 증산 방안의 모색
- 한국 축산업 유통 구조와 그 의미
- 한국의 축산물 이력제와 활용 방안

비고
Rutagwenda Theogene
(MINAGRI)
Ebong Cyprian(RAB)
윤여창(르완다대학교)
최낙진(전북대)
Eugene(르완다대학교)
서강석(순천대)
Donald Kugonza(RAB)
최낙진(전북대)
허덕(농경연)
서강석(순천대)

양계 사업장(Rulindo 지역),
공동조사 사례 지역 및 정책
현장 르완다
모범농장,
학습 Girinka
Gako 육우 농장(Bugesera 지역) 방문 모범 사례 농가 방문

토론 - 한국 축산물 이력제를 통한 르완다
및 축산물 이력제 수립 방안
발표 - 르완다 축산 개발 방법론 고찰

르완다 연수단,
허덕(농경연), 김종선(농경연),
윤여창(르완다대학교),
서강석(순천대), 최낙진(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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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결과
- 르완다 “육류 가공 및 수출 진흥 발전 전략 수립”과 “육류 생산성 증

진 및 축산 종자개량”을 위한 실행계획서(Action Plan) 작성

2.1.6. 현지워크숍

○

목적 : KAEPX 사업과 중간연구결과 공유 및 확산, 국제기관 협력사례
공유를 위한 현지 정책워크숍

○ 일시 : ‘15.9.1
○ 참가인원 : Gerardine Mukeshimana 르완다 농업축산자원부 장관, 박용민
○

주 르완다 대한민국대사 등 60 여명
주요내용 :
- KAPEX 공동조사 중간연구결과 및 현지 연수결과 공유
- 현지 연수 중 강의진과 현지 연수기관이 선정한 우수 Action Plan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
- 국제기구의 르완다 내 축산 개발 사업 사례 공유

2.2. 파라과이
2.2.1. 사업주제

○

소규모 농가 농업기술보급 시스템 강화 (Enhancing Agricultural
Technology Dissemination System for Small-scale Farmers in Paraguay)

2.2.2. 정책협의

○

기간 : ’14.12.3/ ’15.3.31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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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 (Instituto Paraguayo de Tecnoligia
Agria)

○

내용
- 1차 : KAPEX 사업 소개 및 세부주제 선정 요청
- 2차 : 세부일정 협의 및 협의의사록(ROD) 교환

2.2.3. 공동연구

○

연구기간 : ’15.4.1-11.30 (8개월)

○

공동연구단 구성 :
- 한 국 : 마상진 박사(농경연), 박덕병 교수(공주대학교)

í

- 파라과이 : V ctor M.Santander(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 소장) 외 3명

○

내용
- 한 국 :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정 사례 및 해당국의 정책추진

· ·

방안 제시, 해당국 착수 중간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서 및 국내전문가 결과보고서 작성

· ·

- 파라과이 : 현지 현황 조사 및 착수 중간 결과보고서 작성
* IPTA : Instituto Paraguayo de Tecnoligia Agria

○

착수보고서 접수 : ’15.4.30

○ 주요 조사지 : 산 빼드로

(San Pedro),

(Cannindeyu)

○

주요 연구내용

등

꼰셉시온(Concepcion), 까닌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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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 농업기술보급 체계 및 현황 조사 (소규모농가 중심)
- 파라과이 기술보급 정책 및 보급-연구 조직 간의 문제점 파악
- 기술보급 관련 조직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

- 한국의 농정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기술 보급 벤치마킹 분석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 ’15.11.30

2.2.4. 국내 초청연수

·

○

기간 : ’15.6.21~6.28 (총 7일, 입 출국일 포함)

○

참가인원 : 총 10명 (파라과이 농업기술연구소 5명, 농축산부 5명)

○

주요내용 : 강의, 현장견학, 국별보고 및 워크숍, Action Plan 발표

구분
강의
현장학습
토론 및 발표
○

표 2-4 파라과이 초청연수 내용

내용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체계
농업기술연구 협력
농장 자동화 기술
한국의 농업기술 보급
-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실험목장
- 양재 하나로마트
파라과이 농업 기술보급 현황 및
액션플랜 발표

담당
유승오(농촌진흥청)
김태윤(서울대학교)
강상기(서울대학교)
박덕병(공주대학교)
농업기술 보급
유관기관 등
Lucio Birilo Cañete
Torres
(파라과이 농업기술연구소
코디네이터)

연수 결과
- 파라과이 소규모 농가 중심 기술보급 체계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서
(Action Plan) 초안 작성

18

2.2.5. 현지연수

○

기간 : ‘15.8.4~8.12 (총 9일, 실제 연수일 기준)

○

참가인원 : 총 20명 (파라과이 농업기술연구소 11명, 농축산부 9명)

○ 주요내용 : 강의, 현장견학, 워크숍, Action Plan 발표
표 2-5 파라과이 현지연수 내용
구분

내용
파라과이 농업분야별 정책
농업·농촌개발 관리의 종합적 시스템
농촌지도부의 농촌지도교육
강의 대학
파라과이 농업기술 보급현황 및 체계
파라과이의 농촌지도 현황
생산협동조합 프로젝트
한국의 농업기술 보급 체계
환경변화와 파라과이 농업
특별강의 식량생산의
한국의 영농후계자 양성 및 발전방안
KOICA와 농업 협력 방안
-IPTA 센터
현장학습 -북부 지역 시장(Abasto Norte)
-KOPIA 센터
토론 및 파라과이 농업 기술보급 현황 및 액션
발표 플랜 발표

○

담당
MAG
MAG-SIGEST
국립아순시온 대학교
IPTA
DAEg
Marcelo Ferreira
박덕병 교수(공주대)
박종대 소장(KOPIA)
마상진 박사(농경연)
조한덕 소장(KOPIA)
Víctor M.Santander

연수 결과
- 파라과이 소규모 농가 중심 기술보급 체계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서
(Action Plan) 초안 작성

2.2.6. 현지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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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KAPEX 사업 성과공유 및 확산, 기술보급 및 국제개발 협력사례
공유

○

일시 : ’15.8.12

○

참가인원 : 약 20명 (KOICA, KOPIA, JICA, FAO, IPTA, MAG,
FECOPROD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KAPEX 공동연구 및 연수결과 공유
- 파라과이와 한국의 농업기술보급 정책 및 사례 공유
- 소규모 농가 기술보급 및 대 파라과이 개발협력사례 공유

2.3. 필리핀
2.3.1. 사업주제

○

필리핀의 경지정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업 기계화 추진 방안
(Enhancing

Agricultural

Mechanization

Through

Reformation)

2.3.2. 정책협의

○

기간 : 2014.10.21./2015.2.26.(총 2회)

○

대상기관 : 필리핀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Efficient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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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차: 사업 예산 집행 및 규모에 관한 논의, 공동조사와 국별 프로그램

에 관하여 세부일정 및 연수생 선정 관련 기준 협의
- 2

차: 공동조사 주제에 관한 용어 정리 및 협의의사록(ROD) 내용 수정,
공동조사의 세부주제와 향후 일정 협의 후 양국 책임자 서명

2.3.3. 공동연구

○

연구기간 : 2015.3.1.~8.30.

○

공동연구단 구성
- 한 국 : 김홍상 박사(농경연), 김관수 교수(서울대)
- 필리핀 : Elmer Granadozo Bautista(필리핀 미작연구소 선임연구원)

외 7명

○

내용
- 한 국 :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정 사례 및 해당국의 정책추진

·

방안 제시, 해당국 착수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국내전문가 결과보고서 작성
- 필리핀 : 필리핀 Nueva Ecija주 농업현황 및 주민 인식 설문조사 및

·

국제협력사업 사례 조사 및 착수 결과보고서 작성

○

착수보고서 접수 : 2015.3.9.

○ 주요 조사지 : 필리핀 Nueva Ecija주(Province) Guimba, Talugtog, Rizal,
Cabanatuan면(Town)

○

주요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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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소형 농지에 대한 농지 정리 필요성 제시
- 사례지역에 대한 주민의 인식 조사 및 다른 지역과 비교한 농업현황

분석
- 농지정리를 위한 관개시설 필요성 역설
- 농촌기계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한국 ODA 사업 제안을 위한 내용 구성 및 공동연구 기초를 통한 사

업 확대 방안

○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 2015.8.30.

2.3.4. 국내 초청연수

·

○

기간 : 2015.6.21.~6.28.(총 8일, 입 출국일 포함)

○

참가인원 : 10명
- 필리핀 미작연구소(4명), 농업부(3명), 토지수자원국(1명), 수확후개발

및 기계연구소(1명), Engineering and Agro-Industrial Technology 대
학교(1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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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강의
현장
학습
토론
및
발표
○

표 2-6 필리핀 초청연수 내용

내용
한국의 농지제도
한국의 농지은행
한국의 기계화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수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구 대동공업
한국농기계협동조합
필리핀의 소규모 농지특성의 분석 및
농지 정리를 위한 방안 마련, 정책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논의

비고
박석두
윤석환(농어촌공사)
강창용(농경연)
관개시설
농업과학기술 연구
농기계의 마케팅 및 제조
농기계 변천사 및 농기계조합
필리핀 연수단,
허 장(농경연), 이대섭(농경연),
김종선(농경연),

연수 결과
- 필리핀 경지정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업 기계화 추진 방안을 위한

실행계획서(Action Plan) 작성 및 ODA 사업 제안서 아웃라인 설정

2.3.5. 현지연수

○
○
○

기간 : 2015.8.17.~26.(총10일)
참가인원 : Dr. Amongo, Dr. Elmer 외 18명(공무원)
주요내용 :

표 2-7 필리핀 현지연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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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허장
이대섭
Dr. Rossana
Marie C.
Amongo
Engr.
Eduardo V.
Alberto
Mr. Ronell
B. Malasa
ASec.
Edilberto M.
de Luna
Engr.
Patricio
Macamos
Mr.
Edmund J.
Sana
Ms. Anita
V. Antonio
Dr. Elmer
G. Bautista
Dr. Rossana
Marie C.
Amongo
Engr. Oscar
Carpio

선임연구위원
발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의 새마을운동
선임연구위원
경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의 농업현황
연구위원
College of Engineering and
Agro-Industrial
Land consolidation +
Technology University of
exercise
the Philippines Los Banos
Bureau of Soils and Water Land-use policies
Management
Philippine Rice Research Land clustering in
Institute
rice
in
Department of Agriculture Land clustering
corn
Sugar Regulation
Land clustering in
Administration
sugarcane
Department of Agriculture

DA-FSSP

Philippine Rice Research
Institute
Philippine Rice Research
Institute
College of Engineering
and Agro-Industrial
Technolog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os Banos
Bureau of Soil and Water
management

Rice production
technology
Land preparation
Crop care
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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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ventino
M. Tado
Dr.
17 Romualdo
C. Martinez
Michael
18 A.Dr.Gragasin
Dir. John
19 Robert R.
Hermano
Flarino
20 Mr.Flauta

구분
현장
학습
토론
및
발표
○

Institute
Philippine Center for
Postharvest Development
and Mechanization
(PhilMech)
Philippine Center for
Postharvest Development
and Mechanization
(PhilMech)
National Food Authority
National Rice
Program-Department of
Agriculture

내용

1. Central Luzon Feder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CELFAC) Farm in
Floridablanca,
Pampanga지역(Dong Trieu)
2. Duran Farm Agribusiness and
training Center, San Ildefonso,
Bulacan
기계화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농지
정리를 위한 각 부처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논의

Rice drying
Rice milling
Warehousing/storage/
distribution
Rice processing
center-implementation
experiences

비고

1. 다양한 농기계 보유 및
사용실례를 보여줄 수 있음
2. 유기 농산물 생산지로
농촌관광화의 성공 농장
필리핀 연수단,
이대섭(농경연), 김윤정(농경연)

연수 결과
- 필리핀 경지정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업 기계화 추진 방안을 위한

실행계획서(Action Plan) 작성
- ODA 제안을 위한 관련 내용 설정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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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현지워크숍

○ 목적 : 현지 정책워크숍을 통해

KAPEX

공동조사, 초청연수 및 현장연수

결과를 공유하고, 국제농업협력기관 사업수행 사례 발표를 통해 향
후 필리핀 농촌 기계화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

일시 : 2015.8.27.

○

참가인원 : Ms. Cristy, 양동한 참사관 외 25명

○

주요내용 :
- KAPEX 프로그램 소개
- 필리핀 경지정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업 기계화 추진 방안을 위한

공동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
- ODA 제안서 발표 및 토론
- 향후 농지정리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실행계획 논의

2.4. 미얀마
2.4.1. 사업주제

○

“미얀마

유통체계

구축

프로그램(Establishment

of

Distribution and Marketing System in Myanmar)”

2.4.2. 정책협의

○

기간 : ‘13.12.8-11/‘14.4.5-10/‘14.8.21-26/’15.3.26(총 4회)

Agr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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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기관 : 미얀마 농업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내용
- 1차: KAPEX 사업 소개 및 주제 선정을 위한 협의
- 2

차: 사업 세부분야 선정에 따른 협의의사록 및 과업지시서 구성 방
식, 공동조사, 초청/현지 연수 등 제반 일정 협의

- 3차: ROD 체결 후 신속한 사업 추진 위한 세부 사항 협의

차: 담당 부서 변경에 따른 새로운 공동연구 계약 체결 및 세부 진행

- 4

일정 협의

2.4.3. 공동연구

○
○

연구기간 : ‘15.4.20~10.20(6개월)
공동연구단 구성
- 한 국 : 전창곤 박사(농경연), 양승룡 교수(고려대)
- 르완다 : Aung Moe Myo Tint(미얀마 농업관개부) 외 4명

○

내용
- 한 국 : 선정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정 사례 및 해당국의 정책추

· ·

진 방안 제시, 해당국 착수 중간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의
견서 및 국내전문가 결과보고서 작성
- 미얀마 : 미얀마의 유통 현황 및 유통 정책 추진 현황 분석, 도매시장

· ·

등 유통 관계자 인터뷰 조사 및 착수 중간 결과보고서 작성

○

착수보고서 접수 : ‘15.5.15

○

주요 조사지 : 미얀마 네피도(Nay Pyi Taw) 인근 지역

○

주요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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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네피도 인근 지역 유통 현황 이해
- 미얀마 농산물 유통 관련 정책 환경 분석
- 미얀마 Aha Ya Thu Kha 시장(네피도 위치) 중간 상인 및 소매상 대

상으로 유통 현황 관련 설문 실시
- 설문 분석 및 기존 2차 자료 문헌 검토
- 한국의 정책 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안

○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 ‘15.11.13

2.5. 국내워크숍

○

목적
- 2015년도 KAPEX 사업대상국의 대표단을 초청하여 사업성과 및 공

동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ODA사업으로의 발전방안 논의
- 기존 사업 대상국의 사업결과 및 성과를 2016년 사업대상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KAPEX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후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농업 및 농촌개발부문 ODA사업 추진동향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기초한 성과관리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하여 향후 ODA 개선방
안 논의(제7회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개최를 겸함.)

∼

○

일시 :

○

장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2015. 10. 21(

수),

13:00

18:00

○ 참가 인원 : 41명(원내 27명, 정부 및 관련기관 3명, KAPEX 대상국 대표
단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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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

· · ·

목적 : 농업개발협력을 위한 민 관 학 연의 파트너십 강화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로 활용

구분
1차
2차
3차
4차

표 2-8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주요 내용

일시

2015.4.3.(금)
14:00-17:00
2015.7.22.(금)
13:30-17:30
2015.10.21.(수)
13:00–18:00
2015.12.11.(금)
13:30–17:30

장소

주제

농업분야 ODA 성과기반관리
이론과 사례
통한 농업 ODA
코리아나호텔 민관협력을
효과성 제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PEX 프로그램 결과 공유 및
대회의실
농업·농촌개발 ODA 동향
2016 KAPEX 대상국 농정현황 및
aT센터
사업사례
aT센터

2.7. KAPEX 정보시스템 및 해외인적DB 구축
2.7.1. KAPEX 정보시스템

○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총괄과)의 「2015년 KAPEX사업 시행계획」
에 대한 검토 의견에 따라 국제농업개발협력 정보시스템 사업내용 및
규모를 축소하여
2.11)

○ 주요 추진과정

「2015년 KAPEX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받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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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2. 26 :

용역계약 체결

-

2015. 3. 23

:

계약 변경 합의

-

2015. 3. 30

:

부서 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중간보고) 실시

-

2015. 5. 21

:

농식품부 업무협의

-

2015. 7. 14

:

최종 보고

-

2015. 8.

:

시스템 내부 오픈 및 시범운영

-

2015. 11. 11 :

유관기관 홍보공문 발송 및 정식 오픈

2.7.2. 해외인적 DB 보완

○ 국제농업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관별/업무담당자 개인별로 보유하
고 있는 해외 전문가의 인적정보를 DB화하여 ’15 9월까지 총 300건의
해외인적 DB가 입력됨.

○ 그러나

‘

해외인적

DB’

를 활용함에 있어 사이트 가입절차,

DB

입력시스

템, 검색시스템 등에서의 문제점 발생을 막기 위하여 보완 작업 수행

○ 주요 추진과정
-

2014. 12. 26 :

용역계약 체결

-

2015. 3. 23

:

계약 변경 합의

-

2015. 3. 30

:

부서 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중간보고) 실시

-

2015. 5. 21

:

농식품부 업무협의

-

2015. 7. 14

:

최종 보고

-

2015. 8.

:

시스템 내부 오픈 및 시범운영

-

2015. 11. 11 :

유관기관 홍보공문 발송 및 정식 오픈

2.8. KAPEX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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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국 확대로 인한 체계적 사후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각국)
기 사업 시행 부문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 부분, 혹은 수정 및 보완 필요
부분에 대한 수요 조사 실시

○ 2013년도 및 2014년도 기 사업 시행 완료 5개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대상으로 KAPEX 사후관리
를 실시하였음.
- 라오스: 라오스 농업협동조합 확산을 위한 농업지도사, 이해관계자,

농업인들의 이해 제고 및 농업협동조합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 개최

·

- 캄보디아: 농업지도 보급 정책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

·

과 2015년 5월 새롭게 도입된 농업지도 보급 정책에 대한 농촌지도
사 및 관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베트남: 베트남 Nam Dinh 지역의 경제사회 현황, 주요 사회적 이슈,

농업 생산성(농지 이용, 농가 소득, 평균 농경지 규모, 농지 정비 등)
현황, 농촌 인력 구조, 농지 정비에 대한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한
추가 조사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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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가 및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1. 국가별 사업

1.1. 르완다
1.1.1. 사업 주제

○

“르완다 가축 사육 및 관리(Livestock Farming and Management in
Rwanda)”

1.1.2. 정책협의

□ 주요내용
1) 목적

32

○

1차 정책협의
- KAPEX 사업 소개 및 협의를 통한 세부주제 선정
- 협의의사록(ROD) 및 과업지시서 구성 내용에 대한 협의
- 향후 사업 추진방안 협의를 위하여 현지 관계 기관인 르완다 농업축

산자원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Animal Resources 이하
MINAGRI) 소속 담당자와 협의회 진행

○

2차 정책협의
- KAPEX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의사록 서명

·

- 공동조사, 초청 현지연수, 정책워크숍 개최 등의 방식 및 일정 논의
2) 기간 : ‘14.12.4, ‘15.3.23
3) 대상기관 : 르완다 농업축산자원부
4) 참석자 : 김종선 박사 외 1명(농경연), Raphael Rurangwa(MINAGRI 계

획정책 국장), Ir Felix Nyirishema(MINAGRI 축산 전문가) 등
5) 세부 내용 및 일정

○

1차 정책협의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4년도의 사례 소개와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 진행

○

2차 정책협의
- 2015년도 KAPEX사업을 위한 주제 선정에 대한 협의

▻ 한국형 ODA모델 농업협력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20개의 프로그램
소개 후 르완다에 적합한 주제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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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KAPEX사업의 향후 일정에 대한 협의

▻ 주요 일정은 아젠다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추후 카운터 파트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1.1.3. 공동조사

□ 주요내용
1) 목적

○ 르완다의 축산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재 르완다에서 추진하
고 있는 축산업정책을 분석하여 르완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방법 제언
2) 기간 : ‘15.4.23~10.22
3) 주요 조사지 : 르완다 키갈리(Kigali) 인근 및 부게세라(Bugesera) 지역 등
4) 공동연구단 구성 :
- 한 국 : 허덕 박사(농경연), 서강석 교수(순천대)
- 르완다 : Hirwa Clare D'Andre(르완다 농업위원회) 외 3명

표 3-1 르완다 공동연구단

이 름
소 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순천대학교
서강석
Hirwa Clare D'Andre 르완다 농업위원회

직위
선임연구위원
교수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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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부 내용

○

1차 조사
- 르완다 농업축산자원부(MINAGRI), 농업위원회(RAB), 농업수출개발

위원회(NAEB), 조사 지역 인근 도축장 및 관련 기관을 방문
- 1차 조사 결과, 1) 르완다의 일반 현황, 2) 축산 현황 3) 축산업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

2차 조사
- 르완다 농업축산자원부 공무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축산업의 발전과정과 종축개량, 사양 관리, 축산 유통 개선 방안
에 대한 강의와 토론 진행
- 조사 지역의 축산업 현황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하여 유관 업체를 방

문하고 지역 농민, 지도 요원 및 공무원과의 면담 진행

1.1.4. 초청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한국 축산업의 발전 경험, 특히 한국의 가축사육

및 관리 분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르완다 공무원 및 전문가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함

○ 강의, 현장견학, 토론을 통해 배운 것을 적용, 구체적인 축산업 개발 전략
을 수립하도록 하여 르완다 축산업 농가의 소득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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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시 : ‘15.6.21~28(총 8일, 입 출국일 포함)
3) 방문기관

○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계협회, 축산물안
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참프레 공장
4) 참석자

이름
Claire D'Andre
1 Dr.
Hirwa

기관
르완다 농업위원회
(Rwanda Agriculture
Board)
농산물가공신탁유한회사
Mr.
Moses
(Agro-Processing Trust
2 Kayigamaba
Company Ltd)
르완다 농업위원회
3 Dr. Vincent Niyigira (Rwanda Agriculture
Board)
니야가타레 지방 정부
Mr.
Fabien
(Nyagatare District of
4 Ngirinshyuti
Rwanda)
Emmanuel
루바부 지방 정부 농업
5 Mr.
Blaise Harerimana 전문가

직급
대표 - Senior
Researcher
CEO
Acting Director of
Livestock
Development
Animal Resources
Development
Specialist
Acting Director of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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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정

날짜/시간
6월 21일(일)
6월 22일(월)
09:30~10:00
10:00~10:30
10:30~11:30
12:00~14:00
14:00~15:20
15:20~16:40
16:40~18:00
18:00~20:00
6월 23일(화)
09:00~09:40
09:40~11:00
11:00~12:20
12:20~14:00
14:30~16:00
16:00~17:30
17:30~18:20
6월 24일(수)
08:30~09:20
09:30~12:00
12:00~15:50
16:00~17:40
17:40~21:00
6월 25일(목)
08:30~09:20
09:30~11:30
11:30~14:00
14:00~15:30
15:30~17:00
17:00~18:30
6월 26일(금)
10:00~12:00
12:00~14:00
14:00~15:30
15:30~16:00
16:00~17:00
17:00~

세부일정
인천공항 입국(PM 04:00, QR 858)
입교식 / 오리엔테이션 / 강의
기관 소개 및 KAPEX 소개
입교식(환영사, 답사 및 소개), 사진 촬영
3개국 Country Report 발표
환영오찬
[강의 1] 한국 낙농과 육우 산업
[강의 2] 한국 축산업의 현황과 전망(1)
[강의 3] 한국 축산업의 현황과 전망(2)
저녁식사
현장견학
이동(호텔 → 서초 진양빌딩)
[현장견학 1] 대한한돈협회
[현장견학 2] 전국한우협회
중식 및 이동
[현장견학 3] 한국종축개량협회
[현장견학 4] 대한양계협회
이동(축산회관 → 호텔)
현장견학
이동(호텔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현장견학 5]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방문
중식 및 이동
[현장견학 6] 참프레 부안 공장
이동(부안 → 호텔) 및 석식
현장견학 및 강의
이동(호텔 → 축산물품질평가원)
[현장견학 7] 축산물품질평가원 방문
중식 및 이동 (군포 → 호텔)
[강의 4] 한국 축산업 발전에 따른 가축개량 변화 과정
[강의 5] 한국 축산업 유통 구조와 개선 방안
[워크숍 1] Action Plan 수립을 위한 워크숍
Action Plan 수립 및 수료식
Action Plan 수립
환송오찬
Action Plan 발표
연수 종합평가(서면, 구두)
수료식 및 기념촬영
이동(KREI →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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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결과
1) 교과목별 연수 내용

교과목명 (강사명) 시간
한국 낙농과 육우
산업 (조석진)

1.5

한국 축산업의 현황과
전망(1)
–한우를 중심으로 1.5
(백명기)
한국 축산업의 현황과
전망(2) - 가금류를 1.5
중심으로 (김정주)
한국 축산업 발전에
따른 가축개량 변화 1.5
과정 (서강석)
한국 축산업 유통
구조와 개선 방안
(허덕)

1.5

교육내용
- 한국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연대별로 살펴봄
- 한국의 우유 생산 현황과 각종 낙농 정책 도입에
따른 생산량 변화
- 송아지 생산량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하여 논의
- 세계 육우 산업에 있어 육질의 고급화가 이뤄진
경로를 짚어보고 향후 세계 육류 시장을 전망
- 축산업이 국민건강 및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
- 축종별 생산가치 및 사육 농가 현황을 통해 본
한국 축산업의 변화상
- 종축개량을 통한 1두 당 육류 생산량의 변화
경향을 통해 본 한국 육류 생산 기술의 발전
- 한국 소고기 등급 시스템 개요
- 한국 한우 산업이 직면한 문제와 개선 방향
- 고품질 한우 생산 기술
- 한국 가금류 산업의 현황 진단
- 육계 산업의 구조 진단 및 문제점 도출
- 육계 산업 수직 계열화 해결 방안 모색
- 산란계 산업의 구조 진단
- 국민 건강 증진 및 식량안보에 있어 계란의 비용
대비 높은 효용성
- 계란 등급 시스템 및 품질 관리 실태
- 동물 복지와 질병, 그리고 산란계 산업
- 각 축산 유관 기관들이 담당하는 역할
- 한우 개량 프로그램의 구조
- 젖소 개량 프로그램의 구조
- 돼지 개량 프로그램의 구조
- 축산물 개량의 성공을 위한 기술 운영 체계
- 한우와 돈육 유통 구조 파악
- 한우 유통에 있어 협동조합(농협 포함)의 역할
- 돈육 유통에 있어 가공업체들의 역할
- 한국 도축장의 역할과 과제
- 한국 축산물 유통 발전 경험을 통해 본 르완다
축산업 유통 시스템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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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학습 내용

방문지

내용
- 한국 양돈 산업 현황
- 한국 양돈 산업의 규모화 과정 파악
- 대한한돈협회 조직 및 규모
대한한돈협회
- 대한한돈협회의 역할과 성과
- 한국 축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살펴 본 한국 양돈 농가의
변화상
- 한우 산업 현황과 전망
- 전국한우협회의 역할과 성과
전국한우협회
- 한우 농가의 입장에서 본 한국 축산업 정책의 변화 과정
- 종축개량협회의 역사와 운영체계
주요 역할
한국종축개량협회 -- 종축개량협회의
한국 종축 개량의 과정과 현 시스템 소개
- 한국 종축 개량의 역사를 통해 본 르완다 축산 개발 방향
- 대한양계협회의 역사와 성과
- 한국 양계 산업의 발전 과정 진단
대한양계협회
- 르완다 양계 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역사와 역할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 한국 축산물 안전 관리 운영 체제 소개
- HCCP 시스템 농가 적용 사례 소개
역사와 현황
참프레 부안 공장 -- ㈜참프레의
참프레 공장 견학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역사와 역할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 이력제 도입 역사와 운영 체제 소개
- 유전자 검사실 견학
3) 토론 및 Action Plan 수립 내용

○

토론 및 Action Plan 요약

연
번

주제

발표자

참여 전문가
(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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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tin Plan 수립을
2 [토론
위한 토론
2]
3 [발표
Action Plan 초안
○

Dr. Claire D'Andre
Hirwa
(르완다 농업위원회,
선임연구원)

우병준 박사
김종선 박사

Action Plan 내용 : [붙임 1] 참조

□ 모니터링 결과
1) 강의

○ 짧은 연수 기간으로 인해 한국 축산 농정 경험을 강의에 충분히 담기에
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강의에 대한 연수생들의 만족도는 높았음.

○

주로 한국의 축산업 발전 경험을 위주로 강의가 진행되어 한국의 정책
발전 과정을 공유하는데 에는 유익하였으나, 추후 강의를 준비할 때에는
강사가 해당국의 현황을 좀 더 파악한 상태에서 강의가 진행될 수 있다
면 더 유익한 강의 세션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임.

2) 현장학습

○

르완다가 구제역 발생 국가로 지정되어 방문할 수 있는 기관에 제한이
있었음. 추후에 축산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경우, 당사국의 구제
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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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역

○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한 영어 전문통역사가 채용되어 강의가 진행되었으
나, 화폐 단위 환산 시 한국 원화 보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국 달러
화로 환산하여 통역이 진행됨으로써 당사국의 정책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안내해줄 필요가 있음.
4) 기타 개선점 및 특이사항

○

1주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강의와 현장학습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일정이 짧았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르완다 현지 관계 부처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함.

1.1.5. 현지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르완다 현지연수 개최를 통하여 한국 농업의 발전 경험, 특히 축산업 발
전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의 발전 현황을 이해함으로써 르완다 현지
관련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의 정책개발역량을 강화
- 르완다 축산업, 특히 육류 생산 부문을 중심으로 축산 정책 개발 역량

을 강화하고자 함
- 종축개량 및 사양 산업 발전을 통해 사육 두수 당 생산량을 늘리고,

동시에 가공과 유통(마케팅) 개선 방안을 강구함
- 르완다의 축산 발전 현황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연수생들이 르완다 축

산업 발전 전략(Action Plan)을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현지 사정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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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실질적 시행 계획을 수립함
2) 일시 : ‘15.8.24~29(총 6일, 실제 연수 실시일 기준)
3) 장소 : 르완다 키갈리 등
4) 참석자 : 총 20명(정부산하 유관 기관 및 민간 전문가)
- 총 20명으로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이 중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하

지 못한 1명을 제외한 19명이 수료함.

이름
1 Rutagwenda Theogene
2 Nyirishema Felix
3 Hirwa Claire D’Andre
4 Niyigira Vincent
5 Kayigamba Moses
6 Ngirinshyuti Fabien
7 Harelimana Emmanuel
Blaise
8 Mukabagire Everienne
9 Rushigajiki Didace
10 Simbarikure Gaspard
11 Bisetsa Hildebrande

소속
Director General (Animal Resources,
MINAGRI)
KAPEX Focal Point (MINAGRI)
Researcher (RAB)
Acting Director of Animal Resources
Extension (RAB)
CEO (Agro-processing Trust Co)
Animal Resources Specialist (Nyagatare
District)
Acting Director of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Rubavu District)
Animal Resources Specialist
(MINAGRI-RALIS)
Food Security Specialist (MINAGRI)
Animal Resources Specialist
(MINAGRI-RALIS)
Animal Resources Specialist
(MINAGRI-R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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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Ruzibiza Jean Claude
15 Nkusi Gerald
16 Mwenedata Jean Claude
17 Shema Aimable
18 Mukasekuru Mathilde
19 Dusabe Domina
20 Rukundo Jean de Dieu
5) 일정

일시

09:00~09:30
09:30~10:15
10:15~10:30
10:30~12:00
12: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

President (Rwanda Poultry Industry
Association)
Animal Resources Specialist (RAB)
Project Coordinator (Heifer International)
Animal Export Specialist
(MINAGRI-NAEB)
Animal Resources Specialist (MINAGRI)
Girinka farmer
Apiculture and Commercial Insects
Specialist (MINAGRI)

프로그램
(08/24) 월요일

개회식
강의 1 - 르완다 축사업 현황 및 개선 방향
강사: Rutagwenda Theogene 박사(르완다 축산국장)
휴식
강의 2 – 르완다 육류 생산 현황
강사: Ebong Cyprian 박사(르완다 농업위원회)
점심
강의 3 – 한국 축산 정책의 변화와 의미(낙농업을 중심으로)
강사: 윤여창 교수(르완다대학교)
강의 4 – 축산업의 이해와 축산농가 소득향상
강사: 최낙진 교수(전북대학교)
그룹 토론
(08/25) 화요일
5 – 르완다 육가공 현황
10:00~11:00 강의
강사: Eugene 교수(르완다대학교)
11:00~12:00 강의 6 – 한국의 종축개량 과정과 그 의미
강사: 서강석 교수(순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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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프로그램
8 – 육우 증산 방안의 모색(배합사료를 중심으로)
15:00~16:00 강의
강사: 최낙진 교수(전북대학교)
9 – 한국 축산업 유통 구조와 그 의미
16:00~17:00 강의
강사: 허덕 박사(농경연)
(07/09) 수요일
10:00~11:00
11:00~12:00 Rulindo 육가공 센터 및 양계장 방문
12:00~13:00
13:00~14:00 점심
14:00~15:00
15:00~16:00 Girinka 사업 모범농장 및 Gako 육우 농장 방문
16:00~17:00
(07/10) 목요일
축산개발 프로젝트 1 (르완다 국내 기관)
10:00~11:00 르완다
발표자: Rushigajiki Didace(MINAGRI)
11:00~12:00 강의 10 – 한국의 축산물 이력제와 활용 방안
12:00~13:00 강사: 서강석 교수(순천대학교)
13:00~14:00 점심
14:00~15:00 집중 토론 – 한국 축산물 이력제를 통한 르완다 축산물 이력제
15:00~16:00 수립 방안
16:00~17:00 그룹 토론
(07/11) 금요일
10:00~11:00 르완다 축산개발 프로젝트 2 (해외 개발 기관)
11:00~12:00 발표자: Felix Nyirishema(MINAGRI)
토론 – 축산 개발 방법론: 르완다 축산 개발에 있어 “누가”
12:00~13:00 집중
그리고 “무엇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인가?
13:00~14:00 점심
14:00~15:00
15:00~16:00 액션 플랜 수립
16: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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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결과
1) 강의 내용

성명

강의 주제
한국 낙농 정책의
윤여창
1
변화와 의미
한국 축산업의
2
이해와 현황
전북대학교
최낙진
교수
육우 증산 방안의
3
모색
한국의 종축개량
4
과정과 그 의미
순천대학교
서강석
교수
한국의 축산물
5
이력제와 활용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 한국 축산업 유통
허덕
6
원 선임연구위원 구조와 개선 방안
Dr.
르완다
축산업 현황
7 Rutagwenda 농업축산자원부 르완다
및
개선
방향
Theogen
축산국장
Ebong 르완다 농업위원회 르완다 육류 생산
8 Dr.Cyprian
자문위원
현황
르완다대학교 르완다 육가공 현황
9 Dr. Eugene
교수
Donald
10 Dr.Kugonza

소속/직위
르완다대학교
교수

강의
날짜/시간
8월 24일 (월)
13:30~15:00
8월 24일 (월)
15:00~16:30
8월 25일 (화)
15:00~16:30
8월 25일 (화)
11:00~13:00
8월 27일 (목)
10:00~12:00
8월 25일 (화)
16:30~18:00
8월 24일 (월)
09:00~10:30
8월 24일 (월)
14:00~15:00
8월 25일 (화)
09:00~10:30

르완다 농업위원회 르완다 육가공 부문 8월 25일 (화)
자문위원
마케팅 전략 수립 14: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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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학습 내용

○ 공동조사의 연구 지역인 키갈리 인근과 부게세라 지역 인근 업체 및 농
가의 현황에 대해 듣고 인터뷰 등 실시

방문지

현황

○ 최근에 만들어져 시설은 나름 갖춰져
Rulindo

육가공
센터

있으나, 가공 및 보관 시 개체별로 나눠
지지 않고 여러 개체에 대한 가공 작업
이 동시에 이뤄짐
인근 지역에 대한 가공육 납품을 주
로하며, 열처리 및 숙성 가공 작업을 실
시하는 몇 안 되는 가공시설 중 하나임

○

○ 사료 생산 양계 가공이 동시에 이뤄
,

Bugesera

양계
사업장

,

지고 있음
- 싱가포르의 자본과 르완다 자본이 합
작하여 운영되고 있음
- 사료 원료로는 우간다에서 수입하거
나, 주위 농가의 농업 부산물을 활용함
- 양계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부리
를 절단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었음
- 가공시설은 우리나라 80년대 시설과
유사함. 기초적인 가공 시설이 갖춰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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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Girinka

시범농장

현황

○ 방문농가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젖소 1마리를 사육하기 시작하였
으며, 현재는 소 3마리를 사육하고 있음
- 한 마리당 우유 20 리터 정도 생산됨
- 우유 생산 소득을 통해 토지를 구매하
였으며, 향후 사업 확장을 계획 중
- Girinka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첫
번째 소가 낳은 송아지는 기증을 하게
되며, 지역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이웃 농가에도 지원이 이뤄지게 됨

○

Gako

비육우
농장

Girinka

Before

차 출장 시 조치 사항인 펜스의 중간
부분을 맨 아래로 낮추어 사료의 허실과
가축의 목 뒷부분 상처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에 대해 컨설팅 함. 2차 방
문 컨설팅 조치에 대해 확인 한 바, 컨설
팅한 대로 조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사
료의 허실이 많이 줄었으며, 가축의 목
뒷부분 상처가 없어진 것을 확인함
또한 르완다 측에서는 1차 출장 시 향
후 2차 출장 때에는 사료영양 전문가를
대동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전북대 최낙진 교수와 동행함. 최낙
진 교수는 2차 출장 시 기존의 영양소 중
에너지 사료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에 대
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임시적으
로 구체적인 컨설팅을 하였으며, 차후 사
료분석을 해 보도록 권장함
- 현재에는 사료 분석을 위해 이웃 케냐
에 시료를 보내 분석하고 있으며, 많
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1

○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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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 및 Action Plan 수립 내용

○

토론 및 Action Plan 발표 진행
-

연수 참가자를 2개 조로 나누고 각각 조장과 서기 및 발표자 선출

-

각 조는 각자 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주제에 따라 르완다의 축산업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

심도 있는

Action Plan

Action Plan

을 작성하고 발표함

작성을 위하여 각 조의

과 연구 중간

Proposal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피드백을 진행함.
-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각 조는 완성된

을

Action Plan

PPT

형식으

로 만들어 발표함
-

각 조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조와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음

조
1
2
○

표 3-2 현지연수 토론 및 Action Plan 주제
토론주제

육류 가공 및 수출 진흥 부문 발전 전략 수립
육류 생산성 증진 및 종자개량을 위한 전략 수립

1조. “육류 가공 및 수출 진흥 부문 발전 전략” Action Plan 주요 내용
- 몇 가지 도전 과제가 두드러짐. 우선 가공 부문 투자 시 요구되는 높

은 투자 자본은 걸림돌로 작용함
- 육가공에 있어 기술의 숙련도가 부족하며, 체계적인 교육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현대적 도축 시설 등 기초 설비가 부족함
- 가공 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임
- 가용 전력의 부족함 역시 가공 및 수출업 발전에 장애 요소임
- 하지만 기회 요소를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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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가공업은 비교적 신규 산업 부문이며, 신규 수요가 형성되고 있음.

다만 수요자가 충분히 가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로 공급가를 낮
추기 위한 노력 필요

○ 2조. “육류 생산성 증진 및 종자개량을 위한 전략” Action Plan 주요 내용
- 한국의 종축개량 정책 전개 과정을 학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료 부문의 기술 도입을 통해 현지 농작물 부산물의 효율적 활

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축산물 이력제를 르완다 현실에 맞는 형태로 변형하여 도입하

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모니터링 결과
1) 강의

○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을 초빙함으로써 현지의 필요에 맞는 강
의와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한편 한국 강사진이 현지의 상황을 좀
더 파악한 상황에서 현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면, 현지실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생산적인 강의 및 토론
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연수생들이 강의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성실하고 적극적이었으
며, 특히 한국의 성공적인 정책 이행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특히 전날 진행된 강의 및 토론 결과를 발표 자료로 정리하여 다음날 아침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여자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
었으며, 이로써

Action Plan

수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동시에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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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축산 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강의와 르완다 축산 현황 파악과 진
단을 위한 현지 전문가 강의, 그리고 관련 토론이 적절한 타이밍에 배치
됨으로써 학습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함
2) 현장학습

○ 현장 견학 시

,

방문예정지의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전

달받지 못하여 아쉬운 측면이 있었음

○ 그러나 현지 전문가들도 평소에 방문하기 힘든 축산 현장을 방문하여 담
당 전문가들이 현장 상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됨
3) 통역

○ 축산 분야에 특화된 통역사가 부재하여 전문적인 용어를 통역하는 데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통역사의 폭넓은 현지 경험과 사전 준비를 통
해 다방면으로 연수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음
4) 기타 개선점 및 특이사항

○

에서 주요 문제점과 현황들은 잘 정리되었지만, 세부 활동

Action Plan

내용의 수립이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의 부문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일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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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현지워크숍

□ 워크숍 개요
1) 목적

○ 현지 워크숍을 통해

KAPEX

공동연구, 초청연수 및 현장연수 결과를 공

유하고, 국제농업협력기관 사업수행 사례 발표를 통해 향후 르완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2) 일시 : ‘15.9.1
3) 장소 :

LEMIGO

호텔 (키갈리 소재)

4) 참가 인원 : 약 60명
5) 워크숍 프로그램

□ 주요 논의 내용
○ ‘르완다 가축 사육 및 관리’를 주제로 하는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여 금년
도 르완다 KAPEX사업의 수행성과 및 관련 국제기구의 르완다 내 축산
개발 사업 현황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유

○

공동조사 중간결과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향후 협업방안을 모색

○ 현지 연수 중 강의진과 현지 연수기관이 선정한 우수 Action Plan을 발표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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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결과
1) 발표 및 토론

○

초청연수 참여인력이 KAPEX 사업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해주어 유관
국제기구와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 졌으나, 일부 발표자가 불참하여 공동
조사의 중간결과 내용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수렴함으로써 공동조사 결
과보고서를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음.

2) 기타 행정

○

발표 참석 기관 및 워크숍 참석자 관리를 위한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음.

○ 르완다 농업축산자원부 장관이 참석함으로써 향후 KAPEX 사업에 대한
산하 부처의 협조를 얻기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함.

1.2. 파라과이
1.2.1. 사업주제

○

“소규모 농가 농업기술보급 시스템 강화 (Enhancing Agricultural
Technology Dissemination System for Small-scale Farmers in Paraguay)”

1.2.2. 정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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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1) 목적

○

1차 정책협의
- KAPEX 사업 소개 및 협의를 통한 세부주제 선정 요청
- 협의의사록(ROD) 및 과업지시서 구성 내용에 대한 협의
- 향후 사업 추진방안 협의를 위하여 현지 관계기관인 파라과이 농업기

술연구소(Instituto Paraguayo de Tecnoligia Agria 이하 IPTA) 방문

○

2차 정책협의
- KAPEX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의사록 서명

·

- 공동조사, 초청 현지연수, 정책워크숍 개최 등의 방식 및 일정 논의
2) 기간 : ’14.12.3, ’15.3.31
3) 대상기관 : 파라과이 농업기술연구소(IPTA)

í

4) 참석자 : 이대섭 박사 외 1명(농경연), V ctor M.Santander(IPTA 소장),
Rodrigo Maldonado(IPTA 법적 이사)
5) 세부 내용 및 일정

○

1차 정책협의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4년도의 사례 소개와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 진행
- 2015년도 KAPEX사업을 위한 주제 선정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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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정책협의

▻ 소규모 농가 농업기술보급을 주제로 공동조사 및 사업진행 방향성
논의
- 2015년도 KAPEX사업의 향후 일정에 대한 협의

▻ 주요 일정은 아젠다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추후 상대 기관과 협의
하에 결정

1.2.3. 공동조사

□ 주요내용
1) 목적

○ 파라과이 소규모 농가 농업기술보급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단·
장기 농업정책을 분석하여 파라과이 농업 발전을 위한 방법 제언
2) 기간 : ’15.4.1~11.30
3) 주요 조사지 : 아순시온(Asuncion), 산 빼드로(San
(Concepcion),

Pedro),

꼰셉시온

까닌데유(Cannindeyu) 등

4) 공동연구단 구성 :
- 한 국 : 마상진 박사(농경연), 박덕병 교수(공주대학교)

í

- 파라과이 : V ctor M.Santander(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 소장)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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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마상진
박덕병
Víctor M.Santander
Lic.Celeste López
Justo Vargas
Juanita Caballero

표 3-3 파라과이 공동연구단

소 속
직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교수
공주대학교
소장
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IPTA)
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IPTA) 연구원
농축산부
부장
기술보급과(MAG-Extension)
농축산부
과장
기술보급과(MAG-Extension)

5) 세부 내용

○

1차 조사
- 파라과이 농업기술연구소, 농축산부 기술보급과(DEAg), KOPIA 센

터를 방문하여 농업기술 및 보급 지도자 면담
- 파라과이 농업 연구 기관 실무자 및 기술보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국의 농업기술 보급 체계 변화 과정과 개선점 공유 및 향후 통합된
기술-보급 체계에 대한 토론 진행
- 1차 조사 결과,

보급 실태

①파라과이 농업 일반 현황, ②소규모 농가 중심 기술

③파라과이 농업 기술-연구 조직구조 및 정책 자료를 수집

하여 주제와 관련한 파라과이 현황 파악 및 연구 방향 설정

1.2.4. 초청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소규모 농가 농업기술 보급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의

농촌 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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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공유하고 파라과이 공무원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
하여 정책개발역량을 강화

○ 강의

,

현장견학, 토론 등을 통해 학습 한 내용을 적용하여 농업기술 보

급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파라과이 소규모 농가 소득 증진 및 식
량안보 강화에 기여

·

2) 일시 : ’15.6.21~6.28(총 7일, 입 출국일 포함)
3) 방문기관

○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

서울대 평창캠퍼스, 서울대 실험목장, 양재 하나로 마트

4) 참석자

1
2
3
4
5
6
7
8

이름
Juana Beatriz
Caballero Almada
Sebastiana Delia
Ferrerira Vazquez
Oscar Agustin Lopez
Britos
Carlos Arsenio
Melgarejo
Fatima Haydee
Villalba
Victoriano Barboza
Cristalina Celeste
Lopez Duarte
Juan Carlos Cousiño
Bareiro

기관
농축산부 농업기술보급과
(DEAg)
농축산부 농업기술보급과
(DEAg)
농축산부 농업기술보급과
(DEAg)
농축산부 농업기술보급과
(DEAg)
농축산부(MAG)
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IPTA)
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IPTA)
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IPTA)

직급
농축산부
부장
매니저
코디네이터
매니저
기술전문관
기획과장
기획과장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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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정

날짜/시간
6월 21일(일)
6월 22일(월)
09:30~10:00
10:00~10:30
10:30~11:30
12:00~14:00
14:00~17:00
18:00~
6월 23일(화)
08:30~12:00
12:00~13:00
13:30~15:00
15:00~16:00
16:00~19:00
6월 24일(수)
08:30~12:00
12:00~13:00
13:00~16:00
16:00~19:00
6월 25일(목)
09:00~11:00
6월 26일(금)
10:00~12:00
12:00~14:00
14:00~15:30
15:30~16:00
16:00~17:00
17:00~

세부 일정
인천공항 입국(16:00, QR858)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 강의
기관 소개 및 KAPEX 프로그램 소개
환영사, 참가자 소개, 사진촬영
3개국 국별보고(Country Report)
환영오찬
[강의 1] 농업기술 보급체계
저녁식사
현장견학
이동 (서울⟶익산)
점심식사
농업기술원 소개
현장 견학
이동 (익산⟶서울)
현장견학 및 강의
이동 (서울⟶평창)
점심식사
[강의 2] 농업기술협력사례(농장자동화기술)/ 시설견학
이동(평창⟶ 서울)
현장견학 및 강의
이동 및 현장견학
오후: [강의3] 한국의 농업기술보급
수료식
Action Plan 수립
환송오찬
Action Plan 발표
연수 종합평가
수료식 및 기념촬영
호텔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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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결과
1) 교과목별 연수 내용

교과목명 (강사명) 시간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체계
(유승오)

교육내용
한국 농업의 역사를 통해 시기별 당면 과제 설명
- 해방이후 1950-60년대의 농촌지역 개발사업
사례부터 오늘날 낮은 곡물자급률과 경지이용
비율 감소 및 기후변화 문제 등
Ÿ 농촌진흥청 사업 및 기술 보급 체계 소개
- 곡물 종자, 원예작물 및 축산 연구, 친환경 생산
관리, 에너지 절약 및 기계화, 기후변화 대응
연구 등 주요 사업 소개
- 농진청을 중심으로 한 도 단위(9개), 시 농업
기술 보급 센터(158개), 농업인 상담소(700개)
통한 소비자 중심의 기술지원 시스템
3 - 를농진청
중앙부에서는 농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농업기술 보급은 지역단위
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또한 별도 부
서로 운영
- (시기별) 1960-70년대의 경우 식량 공급이
매우 중요하여 농업기술 지도요원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으며, 80년대부터 서서히 줄어들
고 있는 추세
- 농업기술 교육과 신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시대
별로 적합한 매체를 이용하여 전파하였으며, 특
히 70년대 시작한 시범포 농사지도 방식은 소농
지도에서 매우 유익
ü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중앙정부 하에 농업 연구
조직과 정책 부서가 있어 기술 연구와 보급이 효
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파라과이
경우 기술 연구 및 보급 조직(IPTA)과 농림
질의 의부(DEAg)가
분리되어 있어 효율적 연계가 어려
응답 움
내용 ü 농업기술 지도 및 보급을 농진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농민 수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에 수요가 충족되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경우는
농업지도자 1명 당 농민 120명 교육지도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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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책이 수립되면 연구원(약 1,100명)의 검
토를 거쳐 즉시 투입 가능한 교육 위주로 농업센
터에 보급
Ÿ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학-연-산 협력
- 2014년 농업기술 분야를 특화한 평창캠퍼스
설립이후 연구 및 교육, 산업협력을 통한 그린
바이오 연구기관으로서의 비전 및 목표 소개
- 주요 연구 분야로는 친환경 동물 과학(동물복지
향상), 바이오 식품 산업, 종자 기술(종자이식
식물), 그린에코 단지 조성(온실가스 감축) 등
- 그린바이오 과학기술 연구원과 국제농업기술
대학원은 캠퍼스내의 입주 하고 있는 회사와
연계를 통해 연구-투자의 시너지 효과 기대
Ÿ 농업분야 u-ICT 기술 활용 분야
- 시설 원예농업 분야 자동화 관리 기술 : 온실
관리항목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자동제어(인터넷 온실),
온실 관리항목을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언제 어디서나 자동제어 가능한
스마트팜 소개
- u-ICT 기술을 이용한 소 개체 이력관리
시스템, 자동 로봇 착유 시스템, RFID 개체관리
기술과 로봇 착유시스템을 도입한 USN 스마트
낙농목장 활용 사례 설명
- USN 스마트 낙농목장에서는 RFID 개체인식에
기반한 낙농 개체관리 4대 요소 통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개체관리와 THI
(Thermal-Humidity Index) 기반 환경관리
연동, 생산성 극대화와 동물복지 추구
Ÿ 농업환경의 변화
- 지방분권화 및 기술보급 정책 활성화
- 농촌 환경의 변화: 농업 생산력 증대, 농산물 요
감소, 청장년층 인구 감소, 식량 안정성·식량 주
권·경제 안정성 증대
Ÿ 농업기술 보급의 특징 및 발전과정
- 1997년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이후 연구-기술보
급의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식 체계에서 연구와
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농업기술연구 협력
(김태윤)

1

농장 자동화 기술
(강상기)

1

한국의
농업기술 보급
(박덕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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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 된 형태로
발전
- 농가의 수요를 최우선시 한 양방향 커뮤니케이
션을 지향하며, 최근에는 연구과제 선정부터 평
가 단계까지 농가의 참여를 장려
- 첨단 기술이라 할지라도 농가의 수요가 없다면
좋은 연구로 인정되지 않으며, 농가가 필요한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내용을 요약하여 보급
Ÿ 향후 당면 과제
- 현재 농촌 관련 사업에 배당되는 예산은
농업기술과 지역개발로 균등하나, 인력은
농업생산 기술에 치중되어 있어 향후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 인력 증감 필요
- 농촌 지도 사업의 범위 설정(농업생산기술과
농촌개발의 경계)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
- ICT를 활용한 지식 정보 시스템 개발
-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민관협력을 통한 농촌
활성화
ü

ü

질의
응답
내용

ü

현재 농촌사업의 예산 분배는 농업기술과 지역
개발에 5:5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 수요 및 사
업은 지역개발이 더 많은 편임
농업기술과 지역개발을 나누지 않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불가능하며, 농업 기술이전은 하향
식으로 이루어지고 지역개발은 협력을 중시하는
상이한 접근 방식으로 인한 것임
파라과이의 경우 7~8년 전에 연구분야를 분리하
여 민영화 시키려 했으나 농민의 반대로 실현되
지 못했으며, 이러한 여건 상 농가에서 자체적
으로 발굴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소농간 공
유하는 것이 중요(농업 혁신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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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학습 내용

방문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내용
- 전북의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전략(신품종육성 및 안정 재배기술 개발, 돌발병해
충 발생 생태 및 방제기술 개발, 온실가스 배출량평
가 및 저감기술 개발)에 대한 설명
- 기후친화형 농업구조 확립 및 저탄소 농축산업 실현
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 설명
- 전북농업기술원 내 연구실 및 원예실 방문

Ÿ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실험목장

RFID 개체관리 기술과 로봇 착유시스템을 도입한
USN 스마트 낙농목장 소개
- RFID 개체인식에 기반 한 우군 각 개체의 개별
특성에 맞춘 착유, 사양, 번식, 질병관리 가능
- DeLaval VMS 로봇착유기 2대 보유 (상시
착유두수 120두 규모)
- 외부환경에 연동한 우사 내 환경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산환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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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 효용 증대
- 잔류농약검사, 세균검사, 식품안전검사 등 다양한 검
증을 통한 농·축·수산물을 공급
Ÿ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소개
-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유통단계축소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는
사업장으로써 유통단계축소 및 물류비용절감을 통해
생산자에게 더 많은 이익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

3) 토론 및 Action Plan 수립 내용

○

토론 및 Action Plan 요약

연
번

주제

발표자
[발표 1]
Lucio Birilo Cañete
Report on
Torres
1 Country
agricultural technology
(파라과이 농업기술연구소
dissemination system
코디네이터)
[토론
1]
Actin
Plan
수립을
2 위한 토론
[발표 2]
Lucio Birilo Cañete
Action Plan
Torres
3 -Enhancing agricultural
농업기술연구소
technology dissemination system (파라과이
코디네이터)
for small farmers in Paraguay

참여 전문가
(좌장)
허 장 박사,
김종선 박사,
이대섭 박사
(박덕병
교수)
김종선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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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Plan 내용: [붙임 1] 참조

□ 모니터링 결과
1) 강의

○ 동 과정에서는 한국어-서어로 통역이 진행되고 강의 자료 또한 번역본이
제공되어 연수생들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 한국 농업의 발전 과정 및 KAPEX 파라과이의 주제와 밀접한 농업기술
보급 체계의 변화 과정에 집중 된 강의가 제공되어 연수생들의 관심도
및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질의응답이 많아 예정된 강의 시간보다 길
어지는 경우가 있었음
2) 현장학습

○ 파라과이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도 기술보급 연구원 및 협력기
관을 방문하여 기술 보급 체계 및 지도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서
울대학교 농업기술 대학 방문을 통해 향후 파라과이와의 농업기술 협력
방안 및 학생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의 기회를 논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
3) 통역

○ 연수생 대부분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어 통
역을 따로 고용하였으며 실제로 90% 이상의 연수생이 기본적인 영어 소
통에도 문제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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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한 서어 전문통역사가 채용되어 강의가 진행되고

현장 학습 시에도 동행하여 질의응답 내용이 다양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었으며 기타 의사소통 또한 매우 원활했음
4) 기타 개선점 및 특이사항

○ 초청연수를 앞두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로 인해 파라과이 해당기관
에서 다소 우려하는 점이 있었으나 국내 관련 기사 및 자료를 발송하고
위생 및 안전에 특별히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을 고지하여, 예정된 초청
연수 인원이 차질 없이 연수에 참여 할 수 있었으며 별다른 어려움이 없
이 연수가 진행 될 수 있었음

○ 일주일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강의 및 현장학습과 액션플랜 수립까지
마쳐야 하는 물리적 제한으로 다양한 강의와 관련 기관을 방문하지는 못
하였음

1.2.5. 현지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소규모 농가 농업기술 보급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의

농촌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파라과이 공무원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
하여 정책개발역량을 강화

○ 강의

,

현장견학, 토론 등을 통해 학습 한 내용을 적용하여 농업기술 보

급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파라과이 소규모 농가 소득 증진 및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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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안보 강화에 기여
2) 일시 : ’15.8.4~8.12(총 9일, 실제 연수 실시일 기준)
3) 방문지역 : 아순시온(Asuncion)
4) 참석자 : 총 20명 (파라과이 농업기술연구소 11명, 농축산부 9명)

이름
1 Juan Carlos Cousiño
2 Victoriano Barboza
3 Myrtha Zarza
4 Fulgencio Candado
5 Celeste López
6 Pedro J.Caballero
7 Fernando Espinoza
8 Jorge Bareiro

기관
IPTA
(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
IPTA
(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
IPTA
(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
IPTA
(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
IPTA
(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
IPTA
(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
IPTA
(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
IPTA
(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

직급
Director Research
Center
Director Research
Center
Director Research
Center

Chief Research Unit
Chief Planning
Directorate
Technical
Officer-National
Directorate
Chief Research Unit
Technology Transfer
Officer- IPTA
Caacup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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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lodia Gonzalez
11 Patricia Pereira
12 Oscar López
13 Juana Caballero
14 Carlos Melgarejo
15 Delia Ferreira
16 Víctor Sagalés
17 Lider Medina
18 Daniel Ortiz
19 Daniel Ortiz

농업기술 연구소)
IPTA
(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
IPTA
(파라과이
농업기술 연구소)
Extension
Directorate-MAG
(농축산부)
Extension
Directorate-MAG
(농축산부)
Extension
Directorate-MAG
(농축산부)
Extension
Directorate-MAG
(농축산부)
Extension
Directorate-MAG
(농축산부)
Extension
Directorate-MAG
(농축산부)
Extension
Directorate-MAG
(농축산부)
Extension
Directorate-MAG
(농축산부)

Choré
Soil Lab
Especialist-IPTA
Cap.Miranda
Sesame EspecialistIPTA Chore
Executive Coordintor
Chief- Training
Department
Manager- Agrarian
Development
Center-Misiones
Manager- Agrarian
Development CenterGuairá
Chief- Horticulture
DepartmentHeadquarter
Manager. Rural
Development CenterCordillera
Coordinator.
Programs, Projec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
Chief. Department of
Territor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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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정

날짜/시간
8월 5일(수)

08:30-12:00
12:00-13:30
14:00-15:30

8월 6일(목)

09:00-10:30
10:30-12:00
12:00-13:30
13:30-15:30
15:30-17:00
17:00-18:00

8월 7일(금)

09:00~12:00
12:00-13:00
13:00-16:00

8월 10일(월)

07:30~12:00
12:00-13:30
14:00-16:00
16:00~17:30

8월 11일(화)

09:00-11:00
11:00~13:00
13:00~14:00
14:00~16:00
16:00~18:00

세부 일정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 강의
환영사 및 KAPEX Academy 소개
[강의1] 파라과이 농업분야별 정책(농축산부)
[강의2] 농업 농촌 개발전략 통합 시스템(SIGEST)
환영 오찬
액션플랜 작성 요령 설명 및 분임 토의
강의 및 토의
[강의3] 대학 농촌지도부의 농촌지도 교육(UNA)
[강의4] 농업생산협동조합 프로젝트 소개(FECOPROD)
점심 시간
[강의5] 한국의 농업기술 보급(박덕병 교수)
[강의6] 파라과이의 농촌지도 현황
액션 플랜 토의
현장 견학
IPTA 센터 이동
점심 식사
IPTA 센터 프로젝트 소개 및 부지 견학
현장견학 및 토론
이동 및 북부 지역 시장 견학 (Abasto Norte)
점심 식사
[강의7] 파라과이 농업기술 보급현황 및 체계
액션플랜 토론
강의 및 토론
[강의8] 식량 생산의 환경 변화와 파라과이의 농업
(박종대 소장)
[강의 9] 한국의 영농후계자 양성 및 발전방안
(마상진 박사)
점심 식사
[강의 10] KOICA와 농업 협력 방안(조한덕 소장)
액션플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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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
8월 12일(수)
09:00-09:30
09:30-10:30
10:30-11:00
11:00-11:30
11:00~12:00
12:00~13:00
13:30-15:30

세부 일정
수료식 및 액션플랜 발표/ 정책워크숍
액션 플랜 발표 준비
액션 플랜 발표(총 세 그룹)
액션플랜 피드백 및 코멘트
KAPEX Academy 연수과정 평가
폐회식
환송만찬
KAPEX 정책 워크숍

※강의일정 변경 및 현장학습 기관 방문시 추가강의가 진행되는 등 변동사항 발생

□ 연수 결과
1) 강의 내용

교과목명 (기관/강사) 시간

파라과이
농업 분야별 정책
(농축산부,MAG)

1

강의내용
Ÿ 2030 파라과이 국가개발계획
1) 빈곤감소 및 사회발전
2) 포용적 경제성장
3) 국제사회로의 진입
Ÿ 농업전략방안
: 농목축업 분야의 발전, 프로그램과 사업형성을
위한 정책 구상과 시행을 위한 농업전략도구
1) 농업경쟁력 제고
2) 가족농과 식량안보 발전
3) 지속적 삼림 개발과 환경서비스 제공
4) 목축 및 농장 발전
5) 기후변화 및 다양성과 관련된 위험 관리
6) 사회통합, 농촌지역 고용
Ÿ 제도적 전략 계획
1) 해외시장에서 자국의 농축산품 진입을 위한
경쟁력 제고
2) 가치사슬진입 및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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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농 강화
3) 제도화 및 관리 절차 향상
4) 삼림, 토지, 수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상
ü 파라과이 국가개발계획의 첫 번째 방향인 빈곤
감소 및 사회발전은 농업전략방안의 목표
2,3,4,5,6 그리고 제도적 전략계획의 목표 2,3,4
질의 ü 와두 연관.
방향인 포용적 경제성장은 농업전략방
응답 안의번째목표2,3,4,5
그리고 제도적 전략 계획의
1,2,4와 관련
ü 국제사회 진입은 농업전략방안의 목표1,2,4,5 및
제도적 전략 계획 목표1,3,4와 연관이 있음
* SIGEST는 농업·농촌개발의 분야별 정책의 조직
적이고 효과적인 시행과 구상 간 통일성을 구축하
기 위한 관리도구로써 기본적으로 농업·농촌발전
을 위해 농산품 생산 증대와 농촌지역의 삶의 질
을 제고하고자 함
Ÿ

농업·농촌개발
관리의 종합적
시스템
(MAG-SIGEST)

1

일반 농촌 현황
- 포용적 경제성장이 제한적
- 농촌 이주와 빈곤층 확대
- 환경오염
- 농촌지역 내 갈등
- 개발수요에 있어서 산발적인 제도적 대응 및 지속
가능성 부족

제안
- 결론적으로 농업·농촌발전 분야별 정책의 조직적
이고 효과적인 구상과 시행이 필요함
- SIGEST는 기존의 수동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기
관의 유기성, 수행효율성, 합리성에 기반한 근본
적인 변화를 제안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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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ü

ü

ü
ü
ü
ü

ü

ü

술 보급 관련 ‘기관 간 협의체(워크 테이블)’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농업기술을 지방에
보급하는 것이 어려움
3-4년 전에는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지역 및
기관 단위의 참여가 가능했고, SIGEST가 마련
한 7개의 워크 테이블이 존재했으나 참여 방식
이 중요 (농림부↔지역별 지도자↔농민 순 으로
정보 교환이 되어야 발전 가능)
워크 테이블에는 현재 정부기관 내 조직만 포함
되어있고, 하위조직은 미포함, 따라서 다양한 논
의의 장을 형성하기 위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매우 중요
현재 농업기술을 배우고 전수할 농업 인력이 부
족, 농림부의 특별 부서를 이용하여 전문가 파
견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기술을 전수 받는 농민
수준을 고려한 지방현장의 사전 답사가 선행되
어야 함
물류 및 교통의 접근성 문제 또한 고려 대상
1년간 약 2,500명의 농민이 농업기술 전수를 위
해 개별적으로 방문하고 있음
시범지역 및 마을을 선정하여 확대 시키는 방안
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농림부에서는 기술보급 관련 다수의 프로그램이
존재하나 일관성 및 통일성이 부족하여 시, 주,
도의 리더십이 중요하나 이는 정치적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있어 새롭게 발전할 필요가 있음
씨앗, 종자보급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나 (약 2억 달러 규모) 시청, 및 상부 조직
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테이블에 대한 정치인의 관심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테이블(회의, 위원회)’의 유무가 매우 중요, 엑
스포, 농산물 수입수출위원회 등 모두 테이블을
통한 것이며 국제기구 등 참여 기관이 많아 메
커니즘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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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도교육은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급함. 농촌개발, 가족, 환경을
종합적으로 포용
- 파라과이 농촌지도모델은 중앙화/ 분권화로 구분
농업지도국 DEAg의 역할
- 미션: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지
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이루는 정책 수립
- 비젼: 농촌가구를 위한 양질의 농업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한 투명하고, 선구적
기관
- 목표: DEAg는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농가에 종
합적 기술을 지원하여, 이들이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유익한 기술과 자원을 채택하고, 생
산자원과 환경의 지속적인 보전을 이룰 수 있는
기술 적용을 이룰 수 있도록 함
Ÿ
대학농촌지도부
- 설립 목적: 개인, 민간기업, 공공기관과 아순시온
국립대학 농학부(FCA) 간의 농촌지도 관련 연구
와 그 결과의 지속적인 협력교류를 위한 연계성을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시키
기 위해 설립됨
- 방법론: 현 농촌지도 관련 법규에 따라 대학농촌지
도부(DEU)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간 마련, 민
관기업과 협정 체결, 학생들의 지역프로젝트 발표
- 성과: 생산조직 설립, 방문객 및 교육기관을 대상
으로 한 농촌현장지도, 농촌의 날 및 FCA 민속
축제개최, 농업리더쉽센터 설립, 연대감 고취 캠페
인등
* 지역서비스프로그램 현재 구상 단계
- 농촌 및 도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활동
Ÿ
PROCOLE 프로젝트 소개
-생산협동조합(FECOPROD) 미주개발은행 (BID)
다자간투자기금(FOMIN)의 협력 하에 국가 낙농업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 추진됨
- 목적: 협동조합의 협력 강화 및 경영능력 향상,
Ÿ

파라과이의
농촌지도현황
(DAEg)

1

대학농촌지도부의
2
농촌지도 교육
(국립아순시온대학교)

농업 생산협동조합
프로젝트(PROCOLF)
2
소개
(Marcelo
Ferreira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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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통합생산관리 강화, 가공물류관리 및 품질 개선
- 방법론: 기술도입 단계에서 기술자들에 대한 모
니터링과 평가, 생산관련 활동 지원(현장견학, 기술
자문, 미팅 등)
- 성과: 집유소 기능을 토대로 지역공동체 조직, 집
유 시스템 구축, 집유소 설립, 건초 생산 및 보존
계획 수립, 위생 및 품질 관련 연수, 유전자 개선
프로그램 추진, 타 프로젝트 및 민간기업과의 연계,
소 한 마리당 일평균 생산량 증가(8.7리터/일), 사
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미주개발은행의 긍정적인
평가, 소규모 낙농업에 큰 영향 미침, 농가당 일평
균 생산량 증가(10리터/일)
- 2011년 소규모 낙농업자의 우유판매를 위한 생산
프로젝트 시작
Ÿ 농업환경의 변화
- 지방분권화 및 기술보급 정책 활성화
- 농촌 환경의 변화: 농업 생산력 증대, 농산물 수
요 감소, 청장년층 인구 감소, 식량 안정성·식량
주권·경제 안정성 증대
Ÿ

한국의 농업기술
보급 체계
(박덕병 교수)

2

Ÿ

농업기술 보급의 특징 및 발전과정
- 1997년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이후 연구-기술보
급의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식 체계에서 연구와 농
업지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 된 형태로 발전
- 농가의 수요를 최우선시 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을 지향하며, 최근에는 연구과제 선정부터 평가
단계까지 농가의 참여를 장려
- 첨단 기술이라 할지라도 농가의 수요가 없다면
좋은 연구로 인정하지 않으며, 농가가 필요한 기
술을 중심으로 기술 내용을 요약하여 보급
향후 당면 과제
- 현재 농촌 관련 사업에 배당되는 예산은 농업기
술과 지역개발로 균등하나, 인력은 농업생산 기술
에 치중되어 있어 향후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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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증감 필요
- 농촌 지도 사업의 범위 설정(농업생산기술과 농
촌개발의 경계)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
- ICT를 활용한 지식 정보 시스템 개발
-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민관협력을 통한 농촌 활
성화
Ÿ 파라과이 소농 현황: 파라과이 농업의 98%는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 94% 차지
Ÿ 기술 개발·보급의 체계적 접근
: 소규모 농가의 생산성문제와 사회경제적 조건 파
악, 소규모 농가에 적합한 기술 개발·보급 및 방
법론 선정
Ÿ

파라과이
농업기술 보급 현황
및 체계
(IPTA)

Ÿ

2

농업기술연구소의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행동계획
- 시행절차: 주요생산시스템파악 ⟶ 시범농지에 기
술 도입 ⟶ 기술 평가 ⟶ 기술 이전 및 보급 ⟶
연구결과 피드백
농업기술보급사업의 성공사례 소개
- 목적: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 삶의 질 향
상과 통합적 개발
- 시행절차: 토지 특성파악 및 선정 ⟶ 적합한 기
술 선정 ⟶ 참여적 기술 도입
- 주요 사회경제적 당면과제: 생산자의 낮은 수입,
상업화와 저장의 어려움, 생산시스템의 낮은 기술
력/생산성/수익성/지속성, 낮은 교육기관 진학률,
청년인력 부족, 기술지원과 민관기관 신용에 대한
접근성 부족
- 주요 기술적 당면과제: 경작지, 천연자원, 환경보
존의 필요성 증대, 합리적인 화학물질 사용과 병
해충 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 현지·지역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대안 품목 개발
- 소규모 농장의 지속가능한 생산시스템을 보장하
기 위해 직파재배법 선정: 바이오매스의 생산 최
대화 및 부패 최소화, 토지 이동의 최소화
- 파라과이 농촌기술연구소, 농축산부, 민간투자 기
관간의 전략적 동맹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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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국의 영농후계자
양성 및 발전방안
(마상진 박사)

2

Ÿ

Ÿ

Ÿ

한국의 농업인력 양성 발전과
- 1997년 이전에는 정부 조도의 인력양성방식
(Top-down)으로 시행되었으나 이후 농촌지도 사
업이 지방화 된 이후에는(Bottom-up 방식) 더 많
은 지역의 수혜자가 생겨남
- 중앙정부 주도 인력양성 시에는 주민의 참여가
매우 수동적이었으나 농업인 요구에 의한 프로그
램이 개설되면서 참여도 증가
- 농업인 교육 또한,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
던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프로그램(6개월)으로 발
전되었고 이후 농업학교의 모습을 갖추게 됨
- 농입기술 교육 이외에도 대학에서의 교양프로그
램 등이 농업인에게 전수되며 직·간접적 농업교육
효과 증대, 현재 131개 대학에서 이러한 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1만명 넘는 사람들이 농
업인 대학에 참가하여 네트워크 형성
농업 마이스터 대학 과정
- 입학 조건은 13년 이상 농정 경험이 있는 농업인
대상이며 농업인 대학 과정 후속프로그램을 활용
- 2년 과정으로 지방국립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인증제도 실시. 현재 약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 하였으며 100여 명이 마에스터 인증을 받아
농업교육 현장에서 컨설턴트로 활동
한국의 농업인력 프로그램 시행 성과
- 농업 후계자 프로그램으로 13만명 혜택
- 농업대학을 통해 총 3천명 졸업
- 농업계 특별 프로그램으로 매년 2천명이 교육 수혜
- 현장 농업인을 위한 프로그램 2-Track 운영
파라과이 농업에 주는 시사점
- 파라과이는 한국에 비해 국토 4배, 농지18배, 인
구 8배 이상, 농가수 4배 이며 영농규모가 10배
이상 큰 국가
- 한국은 소규모 집약적 농업 형태이기 때문에 기
술보급 체계가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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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함
- 파라과이는 현재 농업기술연구소(IPTA)가 농축
산부에서 독립한 이후 기술보급과 연구(R&D)가
이원화
- 지도요원의 숫자가 부족하고 능력발굴의 기회 부족
- 인력 관련 장기투자 계획이 있어야 하며, 특히
리더를 집중 양성할 필요가 있음
2) 현장학습 내용

○ KAPEX 파라과이의 주제인 ‘소규모 농가 기술보급체계’의 문제점 및 현
황 파악을 위해 농업기술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을 방문

방문지

기능 및 역할/ 현황
Ÿ IPTA는 농업기술의 이전과 적용 및 보급, 농수산 및 삼림
유전물질을 관리함
Ÿ 연구 분야
- 토지와 기후: 토지의 유형, 광(光)주기, 온도, 관개 시스템
- 비료: 비옥함, 유기성 비료, 미네랄비료, 천연비료
- 식물위생: 병충해 예방 및 저항
- 농학: 경작법, 농지 밀도, 기간, 파종 등
- 생산시스템: 농수산, 어업, 삼림의 종합적 시스템
전략목표
파라과이 Ÿ- IPTA의
인적자원의
지식 함양
농업기술 연구소 - 농업분야에 발굴과
있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지속가능한 기
(IPTA)
술을 개발하고 환경친화적 기술 보급
- 융자 및 대출기관을 다양화
- 기술 이전과 보급을 위한 전략을 발굴
Ÿ 파라과이 농업현황
- 생산 이분화: 생산자가 두 그룹으로 상이하게 분리 되어있
음. 즉 가족농과 기업농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가족농은 20
헥타르 이하의 토지를 소유하여 솜이나 참깨와 같은 종류가
한정된 품목을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함. 기업농은 기술화 되
어있음. 또한 생산력이 높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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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기능 및 역할/ 현황
수입원을 가지고 있음(곡물, 고기, 우유 생산 등)
- 현재 파라과이 농업의 도전과제: 토지 사용의 변화, 천연자
원의 손실, 식량 낭비, 도시화·고령화, 식습관의 변화, 기후
변화 등
- 해결방안: 바이오기술 도입, 지도교육, 인프라, 서비스 제공 등
Ÿ 농촌지도청(SEAG)과 농촌개발지역센터(CRDR)의 협력을
통한 소규모 농가를 위한 기술 프로젝트 추진 (1982-1986년)
- 시행절차: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기술적 결함을 토
대로 연구주제 선정 ⟶ 연구협정 체결 ⟶ 실험시설 설립
⟶ 기술보급(연구자 ⟶ 농촌지도자 ⟶생산자)
- 전문가와 농촌지도자의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서 검증된 기술을 시범농가에 도입
- 아순시온국립대학 농학부와 민간기관이 연구 수행
농축산부농업지도국 Ÿ 파라과이 농축산부(MAG)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DEAg)
협력을 통한 소규모농민을 위한 채소생산기술향상프로젝트
추진 (1997-2001)
- 본부: 파라과이 국립농학연구원(IAN)
- 농촌지도자와 연구원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 모든 활동
을 관리·지도함
- 내용: 프로젝트 전후로 관련기관 연수, 농촌지도자와 생산
자를 위한 연구, 세미나, 강의, 현장견학 시행, 특정분야 민
간 기관과의 협력,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와 같은 국제기
구와 의 협력활동
Ÿ 질의응답 및 답변 중심
- 농촌 지도에 관한일은 IPTA, KOPIA, 농축산부와 협력하
여 진행
- IPTA는 전문 연구기관이나 농업 행정 및 지도는 연구분
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회의와 프로젝트 추
KOPIA 센터
진은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함
- 연구-기술보급을 연계하고 논의 할 수 있는 장은 있었으나
저조한 참여율이 문제
- 현재 KOPIA가 하고 있는 감자 종자 개발 시범포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KOPIA는 제안 프로젝트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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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기능 및 역할/ 현황
토하고 협의하여 수행 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함, 농촌 지
도 사업 시 문제가 발생하면 IPTA와 함께 문제 개선에
노력할 것임
- 현재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IPTA와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농촌지도 부분에서는 조합 지도자와 협의를 할 계획, 초기
에는 정부 주도식으로 시작하였으나 현 단계에서는 일반조
합에 권한을 위임하여 기술 전달 및 파급의 효과를 극대화
할 것임

3) 토론 및 Action Plan 수립 내용

○

토론 및 Action Plan 발표

주제

참여(좌장)
전문가
발표자
Lucio Birilo Cañete
Torres
박사
(파라과이 농업기술연구소 이대섭
박덕병
교수
코디네이터)
(박덕병
연수생 전원
교수)

[발표 1]
Report on
1 Country
agricultural technology
dissemination system
1] Actin Plan 수립을
2 [토론
위한 토론
[발표 2]
Action Plan
Victor Santander
Enhancing agricultural
박사
(파라과이
농업기술연구소 이대섭
3 - technology
dissemination
마상진
박사
소장)
system for small farmers in
Paraguay

○ 논의 내용
-

IPTA와 DAEg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식 협력기관으로 일할 수 있는

-

체계를 수립해야 함, 농축산업발전센터(CDA)를 더 개발해야 함
각 지역마다 다른 수요를 반영해야 하며 농민을 위한 전단지 작성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술보급을 강화 할 것임, 농민을 위한 자료
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만디오까, 참깨 등 품목별 자료) 구축하
는 것이 급선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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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개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각 품목별 전문
인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협력해야하며, IPTA와 DAEg 뿐만 아니라
NGO나 기타 국기기관, 민간 회사,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와 소
IPTA

통의 장을 마련해야 함
기술보급을 목적으로 한 소통 창구(Work table)는 기존에 마련되어
있었으나 저조한 참여가 문제였으므로 이해관계자의 참석 강화를
위해 노력해해야함, 특히 농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
민과 기술 지도자 간의 네트워킹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IPTA와 DAEg가 공동 협력하는 체계를 구상하고 체계를 변경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 시행
가능한 협력방안부터 모색하는 것이 중요
-

○

Action Plan 내용 [붙임 1] 참조

□ 모니터링 결과
1) 강의

○ 동 과정에서는 서어로 전 과정이 진행되고, 한국어 강의 자료 또한 서어
번역본이 제공되어 연수생들의 참여도가 높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 및 토
론이 가능했음

○ 2015 KAPEX 파라과이의 주제인 ‘농업기술 보급체계’에 초점을 둔 연수
과정을 기획하여 관련 실무자들이 연수생으로 다수 참여하였으며, 강의
에 대한 관심도 및 집중도가 높아 강의 위주의 연수 보다는 질의응답 및
의견 공유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2) 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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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 농축산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KOPIA 센터를 방문하여
종자 개량 및 기술 보급 체계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향후 파라과이와
의 농업기술 협력 방안 및 지역농가 방문을 통한 기술 전수 프로그램의
기회를 논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
3) 통역

○ 연수생 대부분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 하여 영어 강의를 지양하고, 한
국인 강사의 경우 또한 한-서 통역을 제공하여 연수생들의 이해도를 높였음

○ 현지 거주하는 통역 전문가를(스페인어, 과라니어 등) 채용하여 현장 학
습 시에도 동행하는 등 질의응답 내용이 다양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었으며 기타 의사소통 또한 매우 원활했음
4) 기타 개선점 및 특이사항

○ 파라과이의 경우 농업기술개발과 기술 보급 조직이 분리되어 있어, 농업
기술보급체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수행이 비효율적 이
었으나, 이번 연수를 통해 기술 보급 조직과 보급 조직이 처음으로 한 자
리에 모여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형성 할 수 있었음

○ 연수 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연수생들의 높은 참여의지로
인해 현장 학습 및 액션플랜 수립을 위한 토론 일정이 진행 되었고 이를
통해 연수 주제인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관심과 열의를 엿 볼 수 있었음

○ 초청연수 시 작성했던 액션 플랜을 바탕으로, 현지 연수 과정에서 논의되
었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킨 액션 플랜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실효성이 기
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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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현지워크숍

□ 워크숍 개요
1) 목적

○ 현지정책워크숍을 실시하여 KAPEX 공동조사의 중간결과 및 초청·현지
연수 결과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파라과이 농업 발전 협업방안을
모색
2) 일시 : ‘15.8.12
3) 장소 : 아순시온 까르멜리따스(Carmelitas) 센터
4) 참가 인원 : 약 20명 (KOICA, KOPIA, JICA, FAO, IPTA, MAG,
FECOPROD 관계자)
5) 워크숍 프로그램

□ 주요 논의 내용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파라과이 농업기술보급 체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기술 연구와 보급의 이원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
- 농업기술 연구 기관과 보급 기관의 협력 필요
- 농촌지도 보급의 정보 시스템 체계화 필요
- 기술보급 현황 진단 및 향후 계획 설계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필요
- 소규모 농가 중심의 교육 및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필요
-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농촌 지도 교육의 성공, 실패 사례를 연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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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의 경우 농업기술체계에 대한 진단은 많이 받았으나 이를 실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는 것이 문제

○ 소농의 요구를 반영하는, 소농 중심의 기술지도를 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
연구를 통해 현실적으로 구상 가능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ODA 프로젝
트로 추진 할 것

○ 현지의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기관들(KOICA, KOPIA)과 대표적인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조사 중간결과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향후 협업
방안을 모색

□ 모니터링 결과
1) 강의

○ 동 과정에서는 서어로 전 과정이 진행되고, 한국어 강의 자료 또한 서어
번역본이 제공되어 연수생들의 참여도가 높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 및 토
론이 가능했음

○ 2015 KAPEX 파라과이의 주제인 ‘농업기술 보급체계’에 초점을 둔 연수
과정을 기획하여 관련 실무자들이 연수생으로 다수 참여하였으며, 강의
에 대한 관심도 및 집중도가 높아 강의 위주의 연수 보다는 질의응답 및
의견 공유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2) 현장학습

○ 파라과이 농축산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KOPIA 센터를 방문하여
종자 개량 및 기술 보급 체계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향후 파라과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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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업기술 협력 방안 및 지역농가 방문을 통한 기술 전수 프로그램의
기회를 논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
3) 통역

○ 연수생 대부분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 하여 영어 강의를 지양하고,
한국인 강사의 경우 또한 한-서 통역을 제공하여 연수생들의 이해도를
높였음

○ 현지 거주하는 통역 전문가를(스페인어, 과라니어 등) 채용하여 현장 학
습 시에도 동행하는 등 질의응답 내용이 다양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었으며 기타 의사소통 또한 매우 원활했음
4) 기타 개선점 및 특이사항

○ 파라과이의 경우 농업기술개발과 기술 보급 조직이 분리되어 있어, 농업
기술보급체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수행이 비효율적 이
었으나, 이번 연수를 통해 기술 보급 조직과 보급 조직이 처음으로 한 자
리에 모여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형성 할 수 있었음

○ 연수 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연수생들의 높은 참여의지로
인해 현장 학습 및 액션플랜 수립을 위한 토론 일정이 진행 되었고 이를
통해 연수 주제인 ‘농업기술보급’에 관한 관심과 열의를 엿 볼 수 있었음

○ 초청연수 시 작성했던 액션 플랜을 바탕으로, 현지 연수 과정에서 논의되
었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킨 액션 플랜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실효성이 기
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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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필리핀
1.3.1. 사업주제

○

필리핀의 경지정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업 기계화 추진 방안
(Enhancing

Agricultural

Mechanization

Through

Efficient

Land

Reformation)

1.3.2. 정책협의

□ 주요내용
1) 목적

○

1차 정책협의
- KAPEX 사업 소개 및 협의를 통한 세부주제 선정 요청
- 협의의사록(ROD) 및 과업지시서 구성 내용에 대한 협의
- 공동조사 예산 집행 및 규모에 관한 논의

○

2차 정책협의
- KAPEX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의사록 서명

·

- 공동조사, 초청 현지연수, 정책워크숍 개최 등의 방식, 참여자 선정기

준 및 일정 논의
2) 기간 : 2014.10.21., 2015.2.26.
3) 대상기관 : 필리핀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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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석자 : 이대섭 박사 외 1명(농경연), Edilberto M. De Luna(농업부 차관

보), Elmer G. Bautista(PhilRice 선임연구원), Teodora L.
Briones(PhilRice 국제협력 과장), Cristy Cecilia Polido(농업부

국제협력 과장)
5) 세부 내용 및 일정

○

1차 정책협의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소개
- 2014년 파트너 국가의 공동연구 결과 워크숍 참여 후 질의응답

○

2차 정책협의
- 2015년도 KAPEX사업을 위한 주제 용어 및 의사협의록 내용에 관한

협의 후 서명
- 2015년도 KAPEX사업의 향후 일정에 대한 협의

▻ 주요 일정은 아젠다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추후에 카운터 파트를
통해 결정

1.3.3. 공동조사

□ 주요내용
1) 목적

○ 필리핀 경지정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업 기계화 추진 방안을 위한 기
초자료 분석 및 현지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그리고 한국의 농지 기

·

반 정비(농지개량)와 농지이용 관리제도 정비 및 농업기계화 경험을 바
탕으로 한 정책 대안모색과 추가적인 ODA 제안서 작성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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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 : 2015.3.1.~8.30.
3) 주요 조사지 : 필리핀 Nueva Ecija주(Province) Guimba, Talugtog, Rizal,
Cabanatuan 면(Town)
4) 공동연구단 구성 :
- 한 국 : 김홍상 박사(농경연), 김관수 교수(서울대)
- 필리핀 : Elmer Granadozo Bautista(필리핀 미작연구소 선임연구원)

외 7명

표 3-4 필리핀 공동연구단

이 름
소 속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관수
서울대학교
Elmer G. Bautista
필리핀 미작연구소
Ronell B. Malasa
필리핀 미작연구소
Karen A. Cortado
필리핀 미작연구소
Briones Teodora
필리핀 미작연구소
필리핀 Engineering and
Rossana Marie C.
Agro-Industrial
Technology
Amongo
대학교
Cristy Cecilia P. Polido
필리핀 농업부
및 기계
Michael A. Gragasin 필리핀 수확후개발
연구소
Eduardo V. Alberto
토지수자원국

직위
선임연구위원
교수
선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부장
교수
과장
연구원
연구원

5) 세부 내용

○

1차 조사
- 필리핀 PhilRice, PhilMech 및 Cabanatuan City Lagare 사례조사 지역

을 방문하여 농민 대표 심층면접을 통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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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 시행 기관에 방문하여 업무 분담 및 역할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필리핀 농업기계화를 이루기 위한 농업 현황 및 이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
- 1차 조사의 범위는 1) 필리핀의 농업기계화 현황 및 관련 정책 분석,
2) 필리핀의 농업기계화 인프라(예, 경지정리 등) 현황 및 관련 정책

검토, 그리고 필리핀 연구진과 공동으로 현지 설문 조사지역 방문 및
심층면접 분석으로 이루어짐

○

2차 조사
- 한국의 공동 연구 전문가들이 한국의 농지제도 및 농지은행 등의 강

의를 현지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고 관련하여 토론함
- 필리핀 현지 농가 파악 등 정책 컨설팅을 위한 클락 인근 지역 산지

농가 방문

1.3.4. 초청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필리핀의 농지정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업 기계화 추진 방안을 위한
한국 농업의 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필리핀 공무원들의 정책개발 역
량 강화

○ 강의, 현장견학, 토론을 통해 배운 것을 적용, 구체적인 농업정책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여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농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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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 :

·

총 8일, 국내 입 출국일 기준)

2015. 6. 21 ~ 6. 28(

3) 방문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 이천지사, 수원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구광역시
대동공업, 천안시 농기계협동조합
4) 참석자
이름

Manuel Jose C.
1
Regalado
2 Eduardo V. Alberto
3 Michael A. Gragasin
4 Janice P. Vargas
5 Cristy Cecilia P. Polido
Marie C.
6 Rossana
Amongo
7 Ulysses Jr. J. Lustria
8 Elmer G. Bautista
M.
9 Caesar Joventino
Tado
10 Ronell B. Malasa

기관

직급

필리핀 미작연구소
토지수자원국
수확후 개발 및 기계화
연구소
농업부
농업부
Engineering and
Agro-Industrial
Technology 대학교
농업부
필리핀 미작연구소
필리핀 미작연구소
필리핀 미작연구소

대표 - 사무총장
연구원
연구원
엔지니어
국장
교수
기획실장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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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정

날짜/시간
6월 21일(일)
6월 22일(월)
09:30~10:00
10:00~10:30
10:30~12:00
12:00~13:30
13:30~14:00
14:00~16:00
16:00~18:00
18:00~20:00
6월 23일(화)
09:00~10:30
10:30~12:00
12:30~13:30
14:00~15:30
15:30~17:30
17:30~20:00
6월 24일(수)
08:30~11:30
11:30~13:00
13:00~15:00
15:00~19:00
6월 25일(목)
08:30~10:00
10: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6:00
16:00~17:00
17:00~17:30

세부 일정
인천공항 입국 (17:15)
입교식 / 강의 1
기관소개 및 KAPEX 소개
환영사, 국가별 답사 및 소개, 사진촬영
3개국 Country Report 발표
환영오찬
오리엔테이션
강의 1: 농지제도 (박석두 박사)
강의 2: 농지은행 (윤석환 박사)
저녁식사
현장견학
이동(호텔 → 농지은행 여주 이천지사)
현장견학
점심식사
이동(여주 → 수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현장견학
저녁식사 및 이동(수원 → 호텔)
현장견학
이동(호텔 → 대구광역시 대동공업)
점심식사
현장견학
이동(대구 →서울)
강의 / 워크샵
이동 (호텔 → 천안 농기계협동조합)
현장견학
강의 3: 기계화 (강창용 박사)
점심시간
이동(천안 → KREI)
공동조사팀 OT
이동(KREI →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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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
6월 26일(금)
10:00~12:00
12:00~14:00
14:00~15:30
15:30~16:00
16:00~17:00
17:00~17:30
6월 27일(토)
10:00~17:00
6월 28일(일)

세부 일정
수료식
Action Plan 수립
환송오찬
Action plan 발표
연수 종합평가(서면, 구두)
수료식 및 기념촬영
이동 (KREI → 호텔)
서울시티투어
창덕궁, 인사동, 남산타워 등
출국 (08:00)

□ 연수 결과
1) 교과목별 연수 내용

교과목명 (강사명)

시간

Ÿ
Ÿ

농지제도
(박석두)

2

Ÿ

Ÿ

Ÿ

농지은행
(윤석환)

Ÿ

2
Ÿ

교육내용
근대 이후 한국 농지제도의 변천과정을 소개 및
관련 정책과 특징을 설명함.
조선 토지조사사업의 성과와 역사적 의의를 강
의하며 토지 정리의 성패에 대한 소개.
일제시기의 지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토
지 소유에 대한 내용 및 토지 정리를 위한 정책
적인 설명.
이후 농지개혁과 자작농체제의 전개에 대한 설
명 및 현재까지의 농지정리의 역사
농지은행 시스템 및 정책에 관한 시대적·사회적
특성을 설명
농지은행안에 속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
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농지
정리에 대한 의문점 해소
농지은행 시스템과 관련한 농지법에 대한 설명
을 동반함으로써 정부 정책과 시스템이 같이 움
직이는 경험을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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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기계화
(강창용)

2

Ÿ

Ÿ

2) 현장학습 내용

방문지

한국농어촌공사
여주 이천지사

Ÿ
Ÿ

Ÿ

Ÿ

수원
농업기술실용화재
단

Ÿ

Ÿ

농지통합이나 소유권이전에 대한 정부 정책 및
그에 따른 고충을 나누고 필리핀 현지에서 정책
을 시행할 경우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토론함
기계화 정책에 따른 배경 설명을 통해 향상된
농업생산량을 시대별로 설명하고 성공 방법을
공유함
다양한 기계에 대한 적합한 이용과 기능에 대
해서 설명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함
농업기계를 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 및 협
동조합의 대략적인 강의 및 관련 내용 토론

내용
한강 문화관에 방문, 남한강에 위치한 강천보의 기능 및 강
천보의 전기발전설비에 관하여 소개
펌프설비에 방문하여 강천보에서 끌어온 농업용수를 공급하
는 방식 및 농업 용수 공급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들음
연수생들은 한국의 농지 정리 방식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보
고 싶어 했지만, 농지정리는 대부분 휴농기인 겨울에 가능하
므로, 볼 수 없다는 것에 아쉬워 함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성과를 산업화 하는 국내 유일의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의 농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재단 특성
소개
재단은 농기계 제조업체의 요청 시 약 100여 가지의 농기계
의(트랙터, 이앙기 등) 시험, 분석, 검정을 전문으로 하며,
기술 개발자와 기술 수요자간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
필리핀의 경우, 농업 기계화 진행률이 매우 낮지만 정부 차
원의 농기계 수입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농업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대규모 영농 조합민들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Small-scale 농민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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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구
대동공업

Ÿ

Ÿ

한국
농기계협동조합

Ÿ
Ÿ

대동공업의 농기계 제작 기술과 수출 능력 및 마케팅 방법
의 대략적인 소개
현장 견학을 통해 공장 구조 및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어떠
한 부품이 사용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 수 있음
농기계와 농업용 수공구공업의 발전 및 조합원 상호간의 복
리증진을 도모해 많은 농업인들이 윤택한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한국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의 제작기술, 변천사
및 수출현황 등 소개
농기계 전시장 관람을 통해 다양한 한국농기계 시승 및 체
험. 필리핀 현지에 적용 가능한 농기계 도입 제도 및 방안
등 관련 내용 설명

3) 토론 및 Action Plan 수립 내용

○

토론 및 Action Plan 요약

연
번
1
2

주제
[토론 1] Actin Plan 수립을
위한 토론
[발표 1]
Country Report on Enhancing
Agricultural Mechanization
through Efficient Land
Reformation

□ 모니터링 결과
1) 강의

발표자
Dr.Manuel Jose C.
Regalado
(필리핀미작연구소,
사무총장)

참여 전문가
(좌장)
(이대섭
박사)
허장박사,
김종선박사,
(이대섭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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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주제가 연수생들의 관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참여도가 높았
으며 한국어-영어 통역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한국어에 익숙한 강의자들
의 강의 내용을 필리핀 연수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음.

○ 필리핀 연수생들은 농지법이나 농지 정리 등 한국의 경험에 호기심이 상
당했으며 관련 질문도 다수였음.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음.
2) 현장학습

○ 필리핀 연수생들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기관을 선정하여 현장학습
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기관에서도 협조가 양호했음. 연수생들은 농기계
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기계에 대한 성능 및 규모 등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음.

○ 현지 연수생들은 기계 생산의 공정 및 부품 제작보다는 완제품을 전시하
고 실제로 농지에서 사용되는 기능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 했음.
3) 통역

○ 영어 전문 통역사가 강의 자료의 번역 및 강의, 현장학습 등 연수 전반적
인 과정을 함께 하여 관련 주제를 잘 숙지하고 있었으며 필리핀 연수생
또한 영어 구사능력이 높아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이 원활히 진행되었
음.

○ 필리핀 연수생들의 통역에 대한 만족감도 상당하였고 서로간의 친밀함도
있어서 현장 학습 등의 연수과정에서 잘 융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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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개선점 및 특이사항

○ 한국에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경험이 있던 연수생들은 주말에 City Tour에
참여하기보다는 자유 시간을 원했음.

○

파라과이, 르완다, 필리핀 3개국이 동시에 초청연수를 진행함으로써 규
모가 비대해지고 연구원 내의 인력이 상당부분 지원이 되었음. 또한 6개
월 동안 체류하는 장기연수생들이 합류하여 총 34명의 연수생들이 입교
식과 수료식을 함께 진행하였음.

○

농업이라는 공동 주제를 가지고 3개국이 동시에 연수를 진행하여 서로
간의 지식을 나누고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의 좋은 기회였
음.

○ 하지만 3개국이 함께 초청연수를 진행함으로써 KAPEX 프로그램에 참
여하고 있는 담당 전문가들이 국별로 진행되는 개별 행사에는 모두 참여
하기가 힘들어서 Action Plan 수립 등의 토론 시간에 투입되지 못했음.

1.3.5. 현지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필리핀의 농지정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업 기계화 추진 방안을 위한
한국 농업의 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필리핀 공무원들의 정책개발 역
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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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성공적인 농정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 및 토론을 통하여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농지정리를 위한 유관기관들의 정책적 소견과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적절한 농정 설립
2) 일시 :

2015. 8. 16 ~ 28. (

3) 방문지역 :

총

13

·

일, 입 출국일 포함)

Mimosa, Pampanga (

클락 소재)

4) 참석자 : 총 20명
- 필리핀 농업 분야 담당 공무원 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름
Dolores Mae G. Reonal
Nelita R. de Guzman
Kristine G. Eusebio
Mary Joy G. Vergara
Amelita R. Salvador
Karen A. Cortado
Ma. Cristina C. Dagdag
Ma. Soledad P. Peralta
Ronnie M. Sese
Crisostomo C. Bulao
Maria Victoria L.
Larona
Mark Keylord S. Onal
Eduardo V. Alberto
Eden P/ Bulatao
Jesus Espiritu
Jesus M. Simon
Cesar I. Sendaydiego
Jr.

명 선발

20

직함
Engr. II
Agriculturist II
Planning Officer II
Planning Officer II
Sup. SRS
Science Res. Specialist
Project Dev. Off. IV
Chief, Agrarian Reform
Officer
Agriculturist I
Tech. Staff
Univ. Rese II
Assistant Prof II
System Info. Res.
Sup SRS
Sup. Eng. A.
Chairman
Engineer

기관
BSWM
BSWM
DA
DA
PHilMech
PhilRice
DAR
DAR
RFU3
RFU3
UPLB
UPLB
BSWM
NIA
NIA
CeLFAC
CAFE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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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정

날짜
8.17 (월)
08:30-11:00
11:00-13:00
13:30-15:00
15:00-16:00
16:00-16:30
16:30-17:00
8.18 (화)
08:30-10:10
10:10-10:30
10:30-12:00
12:00-13:00
13:00-15:00
15:00-15:30
15:30-17:00
19:00-21:00
8.19 (수)
08:15-8:30
8:30-10:00
10:00-10:20
10:20-12:00

내용

도착 및 환영식

비고

도착
점심
환영식
Overview of the National Agriculture
and Fisheries Mechanization
Engr. Cristy Cecilia P. Polido
(NAFMech) Program
Leveling of Expectations
Engr. Janice P. Vargas
House Rules
Training Facilitator/Teams
Land Clustering in corn
Dr. Candido Damo
환영만찬
강의
Moderators: Dr. Elmer G. Bautista/Engr. Eduardo V. Alberto
한국의 농지법 및 농지제도
김관수 교수 (서울대학교)
휴식
농지은행의 구조와 발전 (1)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점심
농지은행의 구조와 발전 (2)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휴식
Dr. Rossana Marie C.
Land Consolidation in rice
Amongo
저녁
강의
Moderators: Dr. Elmer G. Bautista
Recap of the previous
Host Team
lectures/discussions
Land-Use Policies
Engr. Eduardo V. Alberto
휴식
Land Clustering in Rice
Mr. Ronell B. Mal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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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30

휴식

15:30-17:00

Land preparation

19:00-21:00

저녁

8.20 (목)
08:00-08:20
08:20-10:00
10:00-10:30
10:30-12:00
12:00-13:00

강의
Moderators: Dr. Elmer G. Bautista/Engr. Eduardo V. Alberto
Recap of the previous
Host Team
lectures/discussions
Rice Production Technology
휴식
Warehousing/storage of rice
점심

13:00-15:30

Action Planning workshop 1

15:30-15:40

휴식

15:40-17:00

Action planning workshop

19:00-21:00
8.21 (금)

저녁

07:00-12:00

Dr. Elmer G. Bautista

현장방문
Central Luzon Federa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CELFAC)
Farm in Floridablanca, Pampanga

12:00-13:00

점심

14:00-18:30

Duran Farm Agribusiness and training
Center, San Ildefonso, Bulacan

Dr. Ruben B. Miranda

Mr. Rolando B. Gomez
Participants

Participants and TWG
Members

Participants and T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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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p of the previous
08:00-08:15 lectures/discussions; lesson learned and
observations from field visits
08:15-9:45 Establishment of Farm Service Center Dr. Manuel Jose C. Regalado
9:45-10:00
휴식
Dr. Caesar Joventino M.
10:00-11:00
Rice Harvesting
Tado
11:00-12:00
Rice drying
Dr. Romualdo C. Martinez
12:00-13:00

점심

13:00-14:30

Rice milling

14:30-14:45

휴식

Center-Implementation
14:45-16:15 Rice ProcessingExperiences
16:15-17:30
18:00-20:00
8.25 (화)
08:00-08:20
08:20-12:00
12:00-13:00
13:00-14:00
14:00-17:00
8.26 (수)

한국의 농업 현황
저녁
Action Planning 워크숍
Recap of the previous
lectures/discussions
Action Planning 워크숍
(Part 2)
점심
Action Plans Presentation 준비
Action Plans 발표 및 토론
수료식

Dr. Michael A. Gragasin

Mr. Flarino Flauta
이대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WG
Participants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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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결과
1) 강의 내용

교과목명 (강사명)

시
간
Ÿ

Corn Farm Cluster
Development
(Dr. Damo)

Ÿ

1.0

Ÿ

Ÿ

Ÿ

The National
Agricultural and
Fishery
Mechanization
Program
(Dr. Amongo)

Ÿ
Ÿ

1.0

Ÿ
Ÿ
Ÿ
Ÿ
Ÿ
Ÿ

한국의 농지법
(김관수)

Ÿ

1.5

Ÿ
Ÿ
Ÿ
Ÿ
Ÿ
Ÿ

한국의 농지은행
(김홍상)

3.0

Ÿ
Ÿ

Ÿ

교육내용
옥수수 생산량의 안정과 클러스터 구성의 적합한 기능들을 서술
시범지역을 각각의 기준을 세워 분류함
시범지역과 기존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클러스터 발전 방안에 대하여
서술
옥수수 클러스터의 전략 방안을 위한 필요 요인들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토론 진행
옥수수 클러스터의 평가 및 모니터링 진행
NAFMP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정책에 기본적인 설명에서부터 필리핀 농업 현황에 관한 내용 다룸
필리핀 정부의 농업기계화 지원 현황 및 정책 정리
관련부처의 담당 업무 및 관련 데이터 제공
NAFMP 시행을 위한 연구 및 분석 작업
프로그램의 목표와 성공사례 제공
프로그램 구성요소 설명 및 질의응답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한국의 농지 정리의 배경설명
농지법의 발전 경험 및 시기별 특정 내용
농지정리를 위한 정책적 배경 및 시스템 개요
농지정리를 위한 농업 기반시설의 항목별 설명 및 시기별 발전 내용
농지정리를 위한 농민과의 분쟁 조정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한 설명
필리핀 현지의 정책적·행정적 고충에 대한 논의
농지은행 구조와 목표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및 기본구조 안내
각 항목별·시대별 농지은행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 및 기본 구조 서
술
농지법을 설명하는 한국의 정책 및 관련 법 설명
농지은행이 운영되고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 설명과 각 항목별로 필요
한 요소들의 구체적인 설명
농지은행이 농업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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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국의 농촌객발 사업
(허 장)

Ÿ

1.5

Ÿ
Ÿ
Ÿ

Land Consolidation:
Contiguous
Farming-the
Philippine setting
(Dr. Amongo)
Evolution of Land
Tenure Structure
and Land Use
Policies
(Engr. Alerto)
Socioeconomic
Dimensions of Farm
Clustering Approach
(Mr. Malasa)
Sugar Cluster
(Engr. Macamos)
Palaycheck System
for High Yield Rice
Production
(Ms. Antonio)
Land Preparation
(Dr. Elmer)

Ÿ
Ÿ

1.5

Ÿ
Ÿ
Ÿ
Ÿ
Ÿ

1.5

Ÿ
Ÿ
Ÿ
Ÿ
Ÿ
Ÿ

1.5

Ÿ
Ÿ

2.0

Ÿ
Ÿ
Ÿ
Ÿ

1.5

Ÿ
Ÿ
Ÿ

1.5

Ÿ
Ÿ
Ÿ

한국의 현황 및 농업 관련된 통계 자료 제공
60년대 한국의 현황 설명 및 현재와 비교한 통계 제공
농업 생산량의 향상 및 농업 기술 향상을 이룬 시스템 설명
새마을운동 시행 배경 및 성공사례
새마을 시행 이후 개선된 한국의 통계 자료 및 농업 생산량 증대 설
명
농지정리를 위한 관련 법안 설명 및 정책 제시
Contiguous Farming의 정의 및 개념 발췌
농지정리를 위한 필리핀 현황 파악 및 시스템 구조
Contiguous Farming의 시행을 위한 구조 및 목적 제공
정책별 필요한 요인들 정리
일본과 한국의 농지 정리 사례를 제공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절충점 논의
농지 소유권 구조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설명
스페인 식민지 시절의 농지 소유권의 역사적인 설명
미국 식민지 시절의 농지관련 역사적인 설명 제공
시대별 현지에서 변화된 정책 및 역사적 배경 서술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념 이해 및 질의응답
쌀 자급률의 향상을 위한 쌀 단지 조성을 위한 목적
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단지 조성과 농민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
농업단지와 비농업단지의 생산량 비교 및 설문 분석
농업단지의 농민 설문조사 분석 결과 공유
귀농을 위한 방안 마련
사탕수수 재배를 위한 기본지식 공유
사탕수수를 위한 기계 장비 현황
사탕수수 단지에서의 수확 및 가공에 관한 설명
Palaycheck 시스템에 관한 배경 설명 및 정의
Palaycheck의 평가 및 투입물 대비 산출물에 대한 비교 설명
Palaycheck을 위한 8가지 주요 요인
배수시설의 효율성을 위한 농기계 사용 제안
필리핀 경작지의 주요 농산물 및 주요 농기계 현황
배수시설의 확충을 통한 농지 평준화에 관한 주요 업무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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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Mr. Gomez)
Farm Machinery
Service Centers
(Dr. Regalado)

Ÿ
Ÿ
Ÿ
Ÿ

1.5

Ÿ
Ÿ
Ÿ
Ÿ
Ÿ

Rice Harvesting
(Dr. Tado)
Rice and Corn
Milling Principles
and Process
(Dr. Gragasin)
Grain Drying
Systems
(Mr. Martinez)

1.5

Ÿ
Ÿ
Ÿ
Ÿ
Ÿ
Ÿ

1.5

Ÿ
Ÿ
Ÿ
Ÿ
Ÿ

1.5

Ÿ
Ÿ
Ÿ
Ÿ

National Rice
Program
(Mr. Flauta)

Ÿ

1.5

Ÿ
Ÿ
Ÿ
Ÿ
Ÿ

한국의 농업현황
(이대섭)

1.5

Ÿ
Ÿ
Ÿ
Ÿ
Ÿ

창고 운영에 관한 5가지 관련 요소 제공
병·해충을 막기 위한 운영 시스템 제안 및 설명
배송을 위한 최종 점검 및 검역 등의 작업 시스템 구조 공유
AFMech 법안 및 정책의 전반적인 배경 및 설명
AFMESC 설립을 위한 기본 통계 및 분석 자료 제공
농촌기계화의 필요성 역설
현재와 과거 AFMESC 모델 비교 분석
향후 AFMESC 모델 구조 설명 및 기대효과
벼 추수에 관한 기본 배경지식
시기적절한 추수시기의 중요성 역설
벼 추수 시스템 변화의 역사적 변화 및 배경 설명
추수를 위한 농기계의 변화
추수용 농기계의 연구·개발
쌀 도정에 관한 기본 배경지식 설명
도정에서 가공·생산까지의 전반적인 프레임 설명
쌀 종류별 특징
도정 방법에 따른 쌀 종류 설명
쌀 생산량의 효율성을 위한 도정 방법 제공
쌀·옥수수 가공 기계의 구조 및 종류
쌀·옥수수 가공 및 건조 시설의 전반적 구조 설명
곡물 건조를 위한 농기계 제시
효율적인 자연에너지 이용방법 설명
곡물건조시설의 시대적 변화 및 구조
곡물건조시설의 장·단점 및 시설별 비교·분석
쌀 가공센터의 배경 및 운영 시스템 설명
쌀 가공 운영 시스템별 특징 정리
관리자의 필요한 업무 능력 및 필요조건 역설
쌀 생산부터 가공까지의 프레임 설명
한국의 시대별 현황 정리
과거에 비해 현재의 경제구조 및 국가 경쟁력 강조
OECD의 한국의 위상 변화 설명
한국의 녹색혁명 및 백색혁명
한국이 직면한 농업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모색
한국의 사회구조에 따른 정책적 제안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개도국의 적용 가능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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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학습 내용

○

현지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클락지역의 인근 농장을 방문함으로써 농업
기계화의 성공적 운영 사례 및 농촌 관광화의 성공 사례를 공무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음

방문지

현황
Ÿ

CELFAC
Farm in
Floridablanc
a, Pampanga

Ÿ

Ÿ

Ÿ

Duran
Farm
Agribusiness
and
Training
center Assn
Inc. in San
Ildefonso,
Bulacan

Ÿ

Ÿ

Ÿ

현장 방문지는 현지 연수가 진
행되는 클락 지역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쌀 생산을 주로 하는 농장임
농장은 CeLFAC라는 회사에 의
해 관리되어지고 있고 트랙터,
콤바인, 미니 트랙터 등 현지 농
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음
농장은 농민들을 위한 주유소를
함께 운영함
현장 방문지는 유기 농산물 생
산을 하며 농장 방문을 유용하
게 할 수 있는 농장 방문시스템
을 이용함
농장은 Ms. Desiree Duran에
의해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되
어지고 있음
현장 방문지는 Bulacan군 지역
의 인접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식물의 묘목을 기르고 있음
농장에서 생산하는 유기 식물
등의 전반적인 설명은 농업관련
공무원들보다는 관광객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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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

현황

Ÿ

한 수준이었음
Duran 농장은 시내에 인접하고
관광지로 특화되어 있으며 관광
객들을 위한 부대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음

3) 토론 및 Action Plan 수립 내용

○ 필리핀 연수단은 2개의 시간을 배분하여 필리핀 농지정리를 위한 현황
파악 논의 이후 해결 방안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하였음
- 농지 정리를 위한 각 분야별 담당자들의 정책 및 많은 아이디어를 공

유하고 각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을 마련함

·

- 농지정리 및 농업기계화에 관한 각 항목별 필요한 요소들의 장 단점

을 파악하고 정책제안 요소들을 정리하여 발표함

□ 모니터링 결과
1) 강의

○ 전반적으로 강의 시간이 1시간 정도로 배정되어 있어서 강의 내용을 충
분히 전달하기 어려웠음. 현지 관계자들은 필리핀 국민 특성상 오래 진행
되는 강의를 좋아하지 않고 연수단에게 강의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
든 내용을 수용하기를 원하여 현지 계획대로 진행함.

○ 연수단은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현장에
서 직접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 강의가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니면 흥미를 잃기 쉽다는 의견이 있었음.

102
2) 현장학습

○ 연수 진행상 필리핀 공휴일과 겹쳐서 진행되어진 현장학습이었지만 연수
단의 참여가 활발하였고 클락 인근 지역의 농장을 방문하여 그 지역 특
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 연수단은 클락 지역의 공무원이 아닌 마닐라나 그 인근 지역의 공무원들
이 대부분이어서 클락 주변 지역의 관광특화 된 농장방문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음.

○ 8월은 필리핀의 우기여서 현장학습 당일 많은 비가 내려서 이동하고 현
장을 둘러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3) 통역

○ 강의 전달의 효율성을 위하여 영어-필리핀어로 통역하여 진행하였음. 필
리핀의 언어정책에 따라 영어보다는 필리핀어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어
젊은층에서는 영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통역은 영어와 필리핀어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한국 강사
들의 강의 시간에는 통역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토론을 이어갈 수 있었음.
4) 기타 개선점 및 특이사항

○

필리핀의 연수 준비 과정에서 한국 시스템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현지
파트너와 예산 및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했어야 했음.
- 필리핀은 행사진행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호텔 등과 계약하고
50%의 선금을 지급해야 함. 선금 지급 계약이 한국 시스템과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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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진행을 위한 장소 섭외가 쉽지 않았음.

1.3.6. 현지워크숍

□ 워크숍 개요
1) 목적

○ 현지 정책워크숍을 통해

KAPEX

공동조사, 초청연수 및 현장연수 결과

를 공유하고, 국제농업협력기관 사업수행 사례 발표를 통해 향후 필리핀
농촌 기계화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2) 일시 :

2015. 8. 27 (

3) 장소 :

Dusit Thani Hotel, Makati (

목요일)

09:00 ~ 13:00

마닐라 소재)

4) 참가 인원 : 양동한 참사관 외 약 25명
5) 워크숍 프로그램

일시
09:00-09:30
09:30-10:00
10:00-10:30
10:30-11:10
11:10-11:20
11:20-12:00
12:00-12:10

프로그램
등록
개회식
축사: 이대섭
KAPEX 소개
공동연구 결과 발표
휴식
ODA Proposal 발표
폐회식
폐회사 : Dr. Bautista

책임
Ms. Janice
김윤정
Dr. Elmer
Ms. C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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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 내용
○

KAPEX 프로그램 소개

○ 필리핀 경지정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업 기계화 추진 방안을 위한 공
동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

○

ODA 제안서 발표 및 토론

○ 향후

농지정리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실행계획 논의

□ 모니터링 결과
1) 발표 및 토론

○ 현지 공동조사단의 최종결과 발표를 필리핀 현지의 유관기관의 전문가라
모인 자리에서 나누고 토론하는 워크숍으로 진행되었음

○ 현지 전문가 사이에서도 경지정리의 영문 표현인 “Land Reformation”과
“Land Consolidation”의 기준에 대하여 뜨거운 토론이 있었음

○ 최종결과 발표보다는 중간 검토 형식에 가까웠음.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
서도 경지정리에 관한 범위 설정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연구 결과에 관
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
2) 통역

○ 현지 워크숍에서는 한국 대사관,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의 전문가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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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영어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음. 하지만 필리핀 정부에
서 영어보다는 자국어 우선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음.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통역을 상주시켰음. 전문
용어나 Land Reformation과 Land Consolidation의 범위 문제에 관하여는
현지어와 영어의 통역이 매끄러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
3) 기타 행정

○ 공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진행된 ODA 제안서에 관하여 발표하는 순서
로 이어짐. ODA 제안서가 구체적이지 않아 효율적으로 토론하고 제안
서를 발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

1.4. 미얀마
1.4.1. 사업주제

○

“미얀마

유통체계

구축

프로그램(Establishment

Distribution and Marketing System in Myanmar)”

1.4.2. 정책협의

□ 주요내용
1) 목적

○

1차 정책협의

of

Agr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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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EX 사업 소개 및 주제 선정을 위한 협의
- 미얀마 측 KAPEX 공동 추진단 구성 및 전담 인력 지정 요청

○

2차 정책협의
- 미얀마 농업관개부 농업기획국 실무 담당자와 사업 세부사항 논의
- ROD 및 TOR 내용 검토

○

3차 정책협의
- ROD 체결 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 논의
- 공동조사단 구성 및 연수생 선발 관련 협의 진행

○

4차 정책협의

→

- 담당 부서 변경(농업기획국 농업연구국) 후 첫 정책협의 진행
- 새로운 공동연구 계약 체결 및 협약 세부 사항 검토
- 사업 시행 연도가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사업 범위

축소 및 관련 협의 진행(공동연구와 장기연수의 2가지 프로그램 진행)
2) 기간 : ‘13.12.8-11, ’14.4.5-10, ‘14.8.21-26, ‘15.3.26
3) 대상기관 : 미얀마 농업관개부 농업연구국
4) 참석자 : 김종선 박사 외 2명(농경연), Ye Tint Tun(농업연구국 국장),
Aung Moe Myo Tint(농업연구국 농업 전문가) 등
5) 세부 내용 및 일정

○

1차 정책협의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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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및 관련 질의응답 진행

○

2차 정책협의
- 2014년도 KAPEX사업을 위한 주제 선정에 대한 협의

▻ 한국형 ODA모델 농업협력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20개의 프로그램
소개 후 미얀마에 적합한 주제에 대한 논의
- 2014년도 KAPEX사업의 향후 일정에 대한 협의

○

3차 정책협의
- 2014년도 KAPEX사업을 위한 주제 선정에 대한 협의

▻ 공동조사단 구성 및 연수생 선발 관련 협의 진행

○

4차 정책협의
- 사업 범위 조정 및 담당 부서 변경에 따른 세부 사항 재논의
- 공동연구의 방향 재설정을 위한 논의 진행
- 미얀마 회계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비 전달 방식 논의

▻ 주요 일정은 아젠다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추후 카운터 파트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

1.1.3. 공동조사

□ 주요내용
1) 목적

○ 미얀마의 농산물 유통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재 미얀마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매시장 건립 및 운영 전략을 분석하여 미얀마 농산물
유통 발전을 위한 방법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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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 : ‘15.4.20~10.20
3) 주요 조사지 : 미얀마 네피도(Nay Pyi Taw) 인근 지역
4) 공동연구단 구성 :
- 한 국 : 전창곤 박사(농경연), 양승룡 교수(고려대)
- 미얀마 : Aung Moe Myo Tint(미얀마 농업관개부 농업 전문가) 외 4명

표 3-5 미얀마 공동연구단

이 름
전창곤
양승룡
Aung Moe Myo Tint
Daw Win Win Than
Daw Win Thida Oo
Daw Khaing Khaing Htwe
Daw Thi Thi Soe Hlaing

소 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려대학교
미얀마 농업관개부 농업연구국
미얀마 농업관개부 농업연구국
미얀마 농업관개부 농업연구국
미얀마 농업관개부 농업연구국
미얀마 농업관개부 농업연구국

직위
선임연구위원
교수
농업 전문가
농업경제과 팀원
농업경제과 팀원
국제농업통계과
팀원
국제농업통계과
팀원

5) 세부 내용

○

1차 조사
- 미얀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로, 미얀마 농산물 도

매시장 현황 파악 및 관련 정책 이해를 도모
- 현지 공동조사 연구진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조사 진행 방향을 조정
- 현지 관련 기구 방문을 통해 공동조사를 일부 수행하고, 추후 연구

진행 및 보완 작업에 대한 사전 협조를 요청

․ ․

- 현지 조사 결과, 산지에서 선별 포장 가공 등의 고부가가치 물류활

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농산물은 산지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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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도매시장으로 반입하고 있음
-

도매시장의 기능은 단순한 거래기능에 불과하고 물류기능은 거의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나

․

가격 등의 시장정보가 수집 분산되지 못하여 농산물 유통단계와 유
통참여자 간에 유통정보의 철저한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 결
과 생산자는 낮은 수취가격을 받고, 소비자는 높은 지불가격에 대한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음

○

2차 조사
- 미얀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향 제언 및 향후 사업예정지 현황 파

악을 위한 조사연구 추가 진행
-

미얀마 농산물 도매시장(특히 네피도 지역 농산물 시장) 현황 추가
조사 진행

- 2

차 현지 조사 결과, 미얀마의 농산물시장 시설은 매우 낙후되어 있

으며, 시장 내 거래환경은 안전성이나 위생성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
- 1

차 조사 때 방문하였던 Aha Ya Thu Kha 시장 보다 작은 규모의

소매 시장에 방문한 결과, 이들은 재래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미
얀마의 고온 기후에 적합한 저온 보관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못함
-

․

현재 미얀마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은 산지에서 선별 등

․

급 포장 등 표준규격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체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 물류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임. 특히 산지수집상과 도매시장 내 위탁상 등 다양한 중간상
인과 생산자 간 시장 정보의 소유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생산자의
수취가격은 더 낮게 형성되는 조건이 되고 있음. 이 같은 유통구조
하에서는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유통주체는 영세 생산자와 소비
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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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장기연수)

2.1. 사업 개요
2.1.1. 배경

○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 공무원들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

○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른 1단계 시범사업
추진

○

1

차 및 2차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연구원의 교육 및 연수 기능을 강화하

고

‘KREI Academy'

설립 추진을 위한 경험과 인프라 구축

2.1.2. 사업 구성

○ 본 사업은 전문적인 강의, 다양한 현장견학, 심층적인 개별 연구를 통해
연수생들의 정책수립 및 추진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연수생 맞춤형 연
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연수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구성함.

·

- 원내 외 전문가를 활용한 KAPEX 강좌 개설
- 연수생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현장견학 실시
- 연수생의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 전담교수제를 통한 연구자문 및 연구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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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사업기간 및 인원

○ 사업기간:

총 6개월(2016. 6. 1 ~ 11. 27)

○ 연수인원: 2015년 KAPEX 대상국(필리핀, 르완다, 팔라과이, 미얀마) 공
무원 10명

표 3-6 2015 농정성과확산 장기연수생 현황

성명
(Dr.) Mary Ann
Ulep Baradi
(Ms.) Maria Evic
Cuaton Panganiban
(Dr.) Ronan
Guanzon Zagado*
(Mr.) Héctor
Ramón Farina
Rivarola
(Mr.) Jorge Miguel
Mendoza
(Ms.) Lilian Mabel
Cabrera Ayala
(Dr.) Euphrasie
Nyirazikwiye
(Mr.) Jean Claude
Rukundo

소속 및 직책
필리핀 미작연구소 (PhilRice)
선임연구원
필리핀 농림부 기술사무관
필리핀 미작연구소(PhilRice)
선임연구원
파라과이 농업축산부
농촌지도부(DEAg) 기술관리자
파라과이 농업기술연구원(IPTA)
연구원
파라과이 농업기술연구원(IPTA)
연구원
르완다 농업축산자원부 축산물
품질관리전문가
르완다 농업위원회 가축방역관

* 개인 사유로 인해 장기연수 중단 (2015년 9월)

학력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농공학 박사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농공학 학사
University of Adelaide,
미디어학 박사
American
University(Asunción),
공공정책학 석사
Universidad San
Carlos, 축산학 학사
National University of
Asunción, 산림공학
학사
State Agriculture
University of Moldova
수의학 박사
UCAD Dakar, 경제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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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 내용
2.2.1. 원내 및 현장강의

○ 농정성과확산 장기연수 강의 프로그램은 “한국 농업정책 사례를 통한 개
도국 농정수립 역량강화” 라는 대 주제 아래, 29개의 정규강의, 2개의 특
별강의를 포함하여 총 31강으로 구성됨.

○ 교육과정의 체계화를 위해 <표 2-2>와 같이 5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일반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한 개괄적 소개를 다룬 일반과정과 주요 정책 사례
및 기술 수준 등을 소개하는 심화과정을 제공함.
- 심화과정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동행하여 현장에서 실시되는 자

유로운 형식의 현장강의를 통해 연수생들의 현장감을 제고함.

표 3-7 농정성과확산 장기연수 강의 및 특강 프로그램

강 의 명
<농업/경영>
제1강. 한국의 농업 및 농가경제 현황
제2강. 농업인력 육성정책
제3강. 농가의 경영관리
제4강. 영농조직과 농업법인
제5강. 농업협동조합
제6강. 농가경영 지원정책
제7강. 농지 및 수자원 관리
제8강. 농업구조 및 정책변화
제9강. 산림자원 관리정책 주제 현장강의
(북서울 꿈의 숲)

강사진
김경덕
마상진
정원호
김정호
박성재
오내원
김홍상
박준기
석현덕

강의 일정
6월29일
7월1일
7월2일
7월3일
7월7일
7월8일
7월13일
7월14일
7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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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강.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제13강. 농업·농촌 6차산업화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제14강.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제15강. 농산물 수출진흥정책
제16강. 농산물유통정책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제17강. 축산물 가공/유통 현황 및 정책
제18강. 가축 사양관리
제19강. 유량 종축생산 및 관리
제20강. 육가공 기술 및 품질관리
제21강. 국내 치즈산업 현황 및 전망
제22강. 임업 유통관련 현장강의
제23강. 축산물 유통관련 현장강의
<농업기술/농업정보>
제24강. 농업과학기술과 정책
제25강. 농기계 주제 현장강의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제26강. 영농기계화 정책
제27강. 농업경영체등록제
제28강. 농업정보 주제 현장강의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제29강. 농업기술 주제 현장강의(미실란)
<특강>
특강 1. 정책수립역량강화
특강 2.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성주인
김태곤

7월22일
7월23일

김창길
어명근
전창곤

8월11일
8월13일
8월18일

허덕
최낙진
서강석
남기창
배인휴
석현덕
우병준

9월9일
9월11일
9월14일
9월16일
9월21일
9월22일
9월23일

이규천
형남열
강창용
김수석
노웅곤
이동현

10월6일
10월13일
10월14일
10월19일
10월27일
10월29일

이규천
한승희

6월4일
6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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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현장견학

○ 강의 주제 및 연수생 연구주제와 관련한 기관 및 조직을 중심으로 총 10
회의 현장견학을 실시함.

표 3-8 농정성과확산 장기연수 현장견학 목록

견학장소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산림과학원

주요 방문 내용
한국의 농업협동조합 제도, 중앙회 역할 등에
대해 소개, 농업 박물관 관람
산림과학원의 역할과 기관에 대해 소개, 홍릉
숲 견학
역할 등에 대해 소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견학
하나로마트의 기능 및 역할, 유통 및
양재 하나로마트 물류과정 소개, 농산물 이력표시제 및 한우
이력추적제 등을 체험
농촌진흥청 역할, 진행 중인 사업, 한국의
농업지도·보급제도 소개 등에 대해 소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및 국립식량과학원 견학
장성 한우 농가 한우 농가 및 축사 견학
농어촌공사
국제농업박람회

농어촌공사 해외개발협력사업 소개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치, 식량주권 등을
전시한 생명농업관 관람, 농업자원
전시·판매장 등 견학

방문일
6월17일
6월17일
6월19일
6월19일
8월25일
8월27일
10월22일
10월15일,
10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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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원외강의 및 현장견학2

○ 농촌개발 주제 중 새마을운동 및 지역사회개발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역
량 배양 기회 제공을 위해 새마을운동 전문 교육기관인 경운대학교 새마
을아카데미에 2주(7.27~8.8)간의 연수과정을 위탁함.

○ 연수생들에게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자국의 농촌지역
발전에 필요한 실천 노하우를 전달함.
-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론 외에도 분임토론, 현장견학, 공동 합숙훈련

을 통해 새마을운동 정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음.

표 3-9 새마을아카데미 교육 일정
주요일정

· 입교식 및 오리엔테이션
· 국별보고
· 강의(1): 새마을운동의 기본이해
· 현장견학(1): 새마을역사관, 민족중흥관, 박정희 대통령 생가
· 강의(2): 새마을 추진체계와 추진전략
· 강의(3): 새마을운동과 새마을 교육
· 현장견학(2): 경북농업기술원, 대구시 농수산도매시장
· 워크숍(1): Action Plan 준비 및 발표
· 워크숍(2): 발표/상호토론
· 현장견학(3): 산동 생태숲 견학
· 현장견학(4): 문성리 새마을기념관, 사방기념공원
· 문화체험(1): 경주국립박물관, 천마총
· 강의(4): 한국 녹색혁명의 성과
· 강의(5): 새마을금고 운영
2 위탁 또는 협력기관이 주최한 강의 및 현장견학

일시
7월27일
7월28일
7월29일
7월30일
7월31일
8월1일
8월2일
8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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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6):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적용사례
· 현장견학(5): 청도 신도리 새마을기념관, 감와인터널
· 강의(7):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지도자
· 현장견학(6): 의성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의성유기농연구소
· 강의(8):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성공요인
· 현장견학(7): 성주농업기술센터, 성주과채류시험장, 축산농가
· 액션플랜 발표
· 평가 및 수료식
○

·

8월4일
8월5일
8월6일
8월7일

·

아프리카 아시아 농촌개발기구(AARDO) 회원국의 농업 농촌관련 중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된 연수 프로그램의 일
부 과정(9월 10일)에 참여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현장감 있는 강
의를 청취함.

표 10 9월10일 AARDO프로그램 교육 일정

강 의 명
제1강.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성과
제2강. 기계화 농업의 현황
제3강. 농업인 육성정책

강사진

강의 일정

이성희(농어촌공사)
강석원(농진청)
9월10일
하영효(농정원)

2.3. 사업 결과 및 모니터링
2.3.1. 사업 결과

○ 총 6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현장강의를 포함한 31개의 강의와 7회의 현
장견학을 실시함.
- 연수생들은 강의 후 Feedback report 작성을 통해 강사진들과 소통함.
- 강의와 현장견학을 접목한 현장강의를 통해 학습의 효과성을 높임.
- 현장견학은 연수생들의 흥미,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하되, 강의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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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강사진들이 추천한 견학장소 위주로 방문함.

○

연수생들의 연구과제 진척도를 파악하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보고회를
진행
- 착수보고회 (2015. 6. 16)
- 중간보고회 (서면으로 대체)
- 최종보고회 (2015. 11. 10)

○ 연수생들은 관심분야에 대한 자국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개발경험이
자국에 주는 시사점 및 적용방안 등을 위주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
함.
- Jean Claude Rukundo, 우병준 (2015), “Analysis of Veterinary Pharmacy
Sector in Rwanda and Improvement of Related Policy and Regulations
Based on Korean Experience”, D3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uphrasie Nyirazikwiye, 우병준 (2015), “Enhancing Meat and
Meat=Product Hygiene and Quality Control through Improved
Inspection Policies in Rwanda”, D3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Sylvere Nemeye, 우병준 (2015), “Study Korea’s HACCP System
Organization”, D3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é

- H ctor Rivarola, 마상진 (2015), “Publuc Policy for Development of
the Family Farming”, D3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Jorge Mendoza, 마상진 (2015), “Transfer of Technology for Small
Farmers”, D3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Lilian Cabrera, 석현덕 (2015), “Experiences of the Republic of Korea
Applicable in Paraguay for Forest Development”, D397,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 Maria Evic Cuaton Panganiban, 김홍상 (2015), “Technical and
Financial Assessment on the Adaptation of Korean Transplant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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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 Harvester in the Ilocos Provinces, Philippines”, D397,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Mary Ann Baradi, 강창용 (2015), “Philippine Agricultural Production
Sustainability and Competitiveness through Mechanization”, D397,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 Kyi Kyi Cho, 김종선 (2015), “Lesson Learned from KAPEX Visiting
Program”, D39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3-11 장기연수생 최종보고서 목차

Analysis of Veterinary Pharmacy Sector in Rwanda and Improvement of
Related Policy and Regulations Based on Korean Experience
1. Introduction
2. Agriculture Sector in Rwanda
3. Organization of Veterinary Pharmacy Sector
4. Veterinary Products Sector in Korea
5. Analysis, Discussion,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on Veterinary
Pharmacy Sector in Rwanda
Enhancing Meat and Meat-Prudct Hygiene and Quality Control through
Improved Inspection Policies in Rwanda
1. Introduction
2. Current Challenges, Meat Value Chain and Puiblic Inspection
3. Korean Experience
4.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5. Action Plan
Study Kora’s HACCP System Organization
1. Introduction
2. Definitions
3. HACCP Requirements
4. HACCP Chain From Farmer to Table in Korea
5. Knowledge of Grading and Traceabi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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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of Technology for Small Farmers
1. Introduction
2. General Information of Paraguay
3. Transfer of Technology in Paraguay
4. Experiences of Transfer of Technology in Korea
5. Recommendation and Conclusion
Experiences of the Republic of Korea Applicable in Paraguay for Forest
Development
1. Introduction
2. Analysis, Issue Identification and Cases
3.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echnical and Financial Assessment on the Adaptation of Korean
Transplanter and Combine Harvester in the Ilocos Provinces, Philippines
1. Introduction
2. Objectives
3. Methodology
4. Results and Discussion
5.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Philippine Agricultural Production Sustainability and Competitiveness
through Mechanization
1. Introduction
2. Farm Mechanization
3.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Farm Mechanization
4. Policies/Programs Related to Farm Mechanization
5. Farm Mechanization in Korea
6. Recommendation and Conclusion
2.3.2. 모니터링 결과
1) 강의

○

KREI Academy 설립 기반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기획
- 5개 분야별(농업/경영, 농촌개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축산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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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유통, 농업기술/정보)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강좌를 개설하

여 연수과정의 체계성을 강화하였음.

·

- 일반과정에서는 주요 분야별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일반 현황 및 정

책 등을 소개하고, 심화과정을 통해 관련 분야의 주요 정책 사례 및
기술 수준 등을 소개함.
- 강의 내용이 다소 일반적이라는 연수생들의 의견이 있었음. 보다 심

도 깊은 전문적 수준의 심화과정 강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
요가 있음.
- 연수생들의 관심분야가 상이하여 관심분야 외 강의에 대한 몰입도 및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 5개의 분야를 2개의 대주제로 나누어
two-track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내 외 전문가를 조화롭게 활용한 강사진 구성
- 원내전문가 위주의 강사진 편성을 통해 연수생과 강사진이 원내에 상

주하며 강의 전후로 의견교류, 토론 등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음.
- 더불어 필요에 따라 외부 강사진 초빙 및 현장강의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노력함.

○

현장강의 확대를 통한 이론과 실습의 조화 필요
- 연수생들은 만족도 평가에서 장기연수의 주요 활동 (강의, 현장강의,

현장학습) 중 현장강의를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함. 농업정책의
실제 적용사례 등을 현장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현장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장방문(현장강의 및 현장견학)에 있어서는 특히 농민들과의

면담 기회 제공에 대한 요청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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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report와 Feedback report의 효율적 활용 필요
- Country report와 Feedback report는 강의 전후로 연수생과 강사가 서

로 의견과 정보를 교류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
- 다만,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Feedback report에 제기된 질문 및

건의사항에 강사진이 명확히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개
선 및 활성화가 요구됨.
2) 현장견학

○

강의내용과 연계되는 현장견학 실시
- 강사진 추천 방식으로 통해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 구성과 현장견학간의 긴밀한 연계를 추구함.
- 개별 연구 지원 및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현장

견학에 대한 수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
요가 있음.
3) 연수생 선발

○ ‘15년 KAPEX 대상국이 연수생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통보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어 일부 연수생들이 자격요건(직급, 영어능력 등)에 부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지원서를 배수로 받아 검토하고, 정책협의
시 간단한 면접을 통해 연수생을 선발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4) 기타 행정

○

장기연수 전담인력 고용 필요
- 장기연수 사업기획, 운영, 종료 및 도출된 개선방안을 차년도 사업 기

획과정에 반영하는 등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담하여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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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인력 필요
- 특히 올해로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내년도에는 정규 사업으로 프로그

램이 시행됨에 따라 KREI Academy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질 수 있
도록 세심한 관리역량이 요구됨.

○

숙소
- 연구원 인근 오피스텔을 숙소로 사용하는 관계로 오피스텔이라는 특

성으로 인해 고정비용 없이 기본 관리비가 매달 변동됨. 계약 시 기본
관리비를 고정된 금액으로 산출하고 이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부담하
되, 나머지 비용은 연수생 개개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국내워크숍

3.1. 워크숍 개요

1) 목적

○ 2015년도 KAPEX 사업대상국의 대표단을 초청하여 사업성과 및 공동조
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ODA사업으로의 발전방안 논의

○ 기존 사업 대상국의 사업결과 및 성과를 2016년 사업대상 국가들과 공
유함으로써 KAPEX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후 사업추진을 원활하
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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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농촌개발부문 ODA사업 추진동향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기
초한 성과관리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하여 향후 ODA 개선방안 논
의(제7회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개최를 겸함.)
2) 일시 :

2015. 10. 21(

수),

13:00

∼

18:00

3) 장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
4) 참가 인원 : 41명

○ 원내(27명): 최세균(원장), 허 장, 이대섭, 김종선, 김홍상, 마상진, 허덕,
이윤정, 김윤정, 최민정, 최용욱, 최은지, 안규미, 원지은, 하경진, 최리원,
김동훈, 유주성, KAPEX 장기연수생 9명(Maria Evic Panganiban, Mary
Ann

Baradi,

Kyi

Kyi

Cho,

Jean

Claude

Rukundo,

Euphrasie

é

Nyirazikwiye, Sylvere Nemeye, Lilian Cabrera, Jorge Mendoza, H ctor
Rivarola)

○ 정부 및 관련 기관(3명): 박기욱(한국농어촌공사 국제농업협력부 과장),
김정주(건국대학교 교수), 서강석(순천대학교 교수)

○ KAPEX 대상국 대표단(7개국 11명): 국외참석자 명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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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2015 KAPEX워크숍 국외 참가자 명단

국가
베트남

2014
KAPEX
대상국 우간다

필리핀

2015 파라과이
KAPEX
대상국

이름
Nguyen Le Bich Hang
Joanne Kisaka
Elmer Bautista
Cecilia P. Polido
Juana Caballero
Cristalina Celeste
Lopez Duarte
Vincent Niyiragira

르완다

Claire d’Andre Hirwa
Felix Nyirishema

몽골
2016
KAPEX
대상국 모잠비크

Davaatseren Narmandakh
Inacio Nhancale

소속 및 직책
베트남 국가농업계획연구원
연구원
메케레대학교
낙농유통학과장
필리핀 미작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필리핀 농업부 국제협력
과장
파라과이 농업축산부
농업기술보급과장
파라과이 농업기술연구소
기획부 과장
르완다 농업위원회
축산자원부장
르완다 농업위원회
선임연구위원
르완다 농업축산자원부
KAPEX 총괄 담당
몽골 농식품부
전략정책기회부 사무관
모잠비크 농업식량안보부
농업기술지도국 지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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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워크숍 프로그램

시간

13:00-13:15

개회식

제1부:
KAEPX
13:15-14:25 2014
사업대상국
주요 성과사례

제2부:
2015 KAPEX
사업대상국
14:45-16:20 주요
결과와
ODA
사업제안

제3부:
2016년
KAPEX
16:40-17:00 사업대상국
주제선정
배경과 목적
제4부–
주제발표:
17:00-17:40 농업·농촌개발
ODA 동향

내용

발표

최세균
환영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Cecilia P. Polido
답사
(필리핀 농업부 국제협력과장)
Nguyen Le Bich Hang
2014 KAPEX 베트남
(베트남 농업계획연구원
주요결과
국제협력부 연구원)
2014 KAPEX 우간다
Joanne Kisaka
주요결과
(메케레대학교 낙농유통학과장)
김홍상(농경연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김정주(건국대학교 교수)
Elmer Bautista
효율적인 농지 정리를
(필리핀미작연구소
통한 농업기계화 향상
선임연구위원)
Felix
Nyirishema
육류 생산에 초점을 둔
(르완다
농업축산자원부
목축업 관리
KAPEX 총괄 담당)
미얀마 식량영양안보를
Kyi Kyi Cho
위한 농업정책 개발
(미얀마 국가농업연구소장)
Juana Caballero
파라과이 소농을 위한
(파라과이
농업축산부
농업기술보급체계 개선
농업기술보급국장)
서강석(순천대학교 교수)
김홍상(농경연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허 덕(농경연 선임연구위원)
마상진(농경연 연구위원)
Davaatseren
Narmandakh
Khanlk Gol 지역
(몽골
농식품부
전략정책기획부
농업자유지대 형성
사무관)
모잠비크
Inacio Nhancale
농업기술보급서비스와
(모잠비크 농업식량안보부
농업부문 주요 해결과제
농업기술지도과장)
한국농어촌공사
박기욱
국제협력사업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
추진경험과 성과관리
국제농업협력부 과장)
SDGs에 기초한 새로운
이대섭
성과 기반 접근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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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발표 및 주요 논의 내용

▸제 부
1

○

2014

: KAPEX

년

사업 이후의 주요 성과 사례발표 및 토론

KAPEX

베트남 주요결과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농지 제도에 관한 교육 훈련 진행
- 한국 공동조사단과 함께 공동조사 진행
- 장기연수 프로그램 진행: 홍강 델타 유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농지정리에 관한 연구 진행
- ODA 제안 사업은 베트남 농지은행 모델 적용을 주제로 함. 정보 수

집, 현장 조사, 심층 면담을 위한 조사표 작성 등의 활동 결과를 바탕
으로 함.
- KAPEX 주제와 관련한 강의를 진행하였고 FAO, SDC, UNDP-GEF

등의 기관에 ODA 제안서를 제출하여 현업에 활용하고 있음.

○

2014

년

KAPEX

우간다 주요결과

- 사업 첫단계로 KREI와 NAADS간 MOU를 체결하여 농업 발전에 크

게 기여함. 우간다 축산업과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자(농민, 정책수립
자, 수의사, 강사 등)를 초청하여 KAPEX Academy를 진행하여 연수
자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줌.
- 우간다 축산 발전 저해 요인으로 1) 농가가 가격 결정과정에 참여하

지 않음, 2) 높은 투입비용, 3) 유통체계 미흡, 4) 게으름 등의 나쁜
관습, 5) 변화에 대한 두려움, 6) 협업정신 부족, 7) 우수사례 적용 인
센티브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4개월간의 공동조사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소득 창출을 위한 낙농분

야의 잠재력을 발견함. 낙농업 발전을 위해 유통체계를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와 역량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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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
2

○

2015

년

: 2015

년

KAPEX

사업의 주요 결과 및

KAPEX

미얀마 주요결과 및

ODA

ODA

사업제안

사업 제안

- 미얀마는 식량안보, 농촌개발과 빈곤 퇴치를 국가발전목표의 우선순

위로 두고 있어, 이러한 배경 하에 식량안보와 영양 관련 농업정책 개
발, 농산물의 유통체계, 시장체제의 도입, 국내 도매시장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목표로 공동조사를 수행하였음.
- 조사방법: 유통채널, 무역량, 가격결정, 운송을 위한 교통시스템, 저장

시설, 수확 후 손실 관리, 시장 접근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
행하였으며 농업과 교통 관련 정부부서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인터
뷰를 실시함.
- 주요 연구내용 중 농업정책개발 분야: “농촌개발 및 빈곤퇴치를 위한

국가전략” 등을 분석하고, 농업 통계자료 및 관련법을 조사한 결과,
농업개발을 위하여 쌀 무역 자유화, 정부 보조금 삭감, 관련 중소기업
촉진, 농촌 인프라 투자 촉진, 농업분야에서의 직적적인 정부의 개입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

년

KAPEX

필리핀 주요결과 및

ODA

사업 제안

- 한국과 일본의 토지 정리를 비교하면 필리핀은 소규모의 농지가 대부

분. 따라서 본 연구는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농촌의 기계
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실효 가능한 토지 정리를 목적으로 함.
- 사이트 분석: centeral luzon 지역을 시범 사이트로 정하고 국가 전체

의 농지 현황비교 분석하였음. 호당 약 2ha의 토지를 소유하고 그중
에 1.85ha는 벼를 재배함. 그 외의 특정 지역의 농가의 가구 조사 및
곡물 생산량 등의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음.
- 설문결과: 농민의 88%는 향후 농사를 계속할 것이고 28%는 토지 정

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그 중 73%는 토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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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음. 설문결과 농민들은 토지 정리 이후 농가
소득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함.

○

2015

년

KAPEX

르완다 주요결과 및

ODA

사업 제안

- 르완다는 76%의 농촌 인구가 농업, 축산, 광물채굴, 농업가공 분야의

보조금 수혜를 받음. 1인당 육류 소비는 7.59kg이고 이는 FAO가 권
고하는 육류 소비보다 50kg 적은 수치임. 전체 인구 약 1천만 명 중,
소 축산 종사(cattle population) 인구가 130만 명으로 추산됨.
- 공동조사방법: 르완다 동부를 여섯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무작위

추출을 시행함. 지역별로 4개 분야 각 8개 가구가 응답하고 총 192명
이 조사에 참여
- 조사결과: (1) 동부지역 소 축산생산은 자본 투자 및 시스템 도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비용 변화는 거의 없음, (2) 국내 종 선호도가 높으
며, 풀을 먹이는 것을 가장 선호(82%), (3) 77.2%가 적절한 가축 수의
서비스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22.8%는 수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
는데 이는 물리적인 지역거리로 인한 것으로 직접 소를 돌보는 것을
선호

○

2015

년

KAPEX

파라과이 주요결과 및

ODA

사업 제안

- 경제성 분석에 입각하며 농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bottom-up’

방식의 기술이전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기술이전과 관련한 연구센터
건립 또한 필요함. 시, 도 단위의 소농 중심의 참여적 기술이전체계를
확립하고 농가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SWOT 분석 결과: 소농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기술보급 체계가 부족

함. 소농의 교육 수준이 대체로 낮으며 참여가 저조함.
- 전략: 연구와 기술보급이 연계되어 훈련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빈곤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농업기술훈련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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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함. IPTA(파라과이 농축산기술연구소)와 DEAg(파라과이 농업축
산부 농업기술지도보급국)의 지속적인 공동조사 또한 필요함. 기술보
급에 참여하는 전문가, 농민, 연구자의 협업이 강조됨.

·

- 농업 농촌개발을 위한 다른 목표들 중에서도 특히 농업종사자(소농)

와 기술보급자의 언어적, 사회적 차이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임. 국제
적 협업 필요함.

▸제부
3

○

2016

년

: 2016

년도

KAPEX

KAPEX

사업대상국 주제발표

몽골 주제 발표

- 몽골 국토의 73.6%가 경작지이며 전체 GDP의 12%를 농업이 담당하

고 국가노동력의 28.6%가 농업에 종사함. 몽골은 구제역 청정국가가
아님. 2020년까지 몽골은 수출을 위한 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임. 자
유수출지대를 조성할 예정이지만 구제역 발병이나 농업부문 투자 저
조현상은 해결과제임.
-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가치사슬을 집중시켜 부가가치 창출기회를 마

련코자 함. 정부는 농업개발과 관련한 아홉 개의 지표를 선정(공급 채
널, 인적 역량, 목초지, 경작지, 환경기후조건, 가축질병서비스 품질과
가용성, 수요 역량, 천연 건초)하였으며 몽골의 7개 주 가운데 동부
지역이 이러한 지표 조건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Khalkh gol’ 지역
은 재배에 적합한 기후, 목초지, 경작지 등의 조건을 갖추었으며 2012
년 KOICA의 지역 산업화 마스터플랜을 수행함. 500여 ha에 이름.
- 자유지대의 이점은 면세 혜택, 검역지대(가축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

수출에 용이) 형성 등임. 또한 산업화, 상품 수출에 대한 지역의 요구
가 있음. 쇠고기 생산량이 7배 증가하며 8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
고 열차검역시스템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함. KAPEX 사업을 통해 검
역체계 개선을 이루고자 함.

○

2016

년

KAPEX

모잠비크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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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인구 80%가 농촌인구에 해당하며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

는 비중이 높음. 농촌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함. 경작지는 36
백만 ha에 불과하며 이 중 10% 가량만 재배를 위해 이용됨. 국내 농
산물(곡물 및 채소) 수요의 절반 이하만을 생산하고 있음. 농업 관련
연구, 기술보급 및 지도 등 농업지원서비스가 미흡함. 특히, 종자개량
을 통한 생산성 증대 기회가 흔치 않음. 결과적으로 수확량이 낮고 수
확 후 손실이 심하며(약 30%), 부가가치사슬이 개발되지 않음. 2011
년 정부는 ‘농업부문개발을 위한 전략계획(PEDSA 2011-2020)’을 발
표함. 주로 농업생산성 증대, 천연자원 관리, 시장 접근성 향상, 역량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함. 전략적 우선순위 농작물은 쌀, 닭고기,
카사바, 채소, 콩류, 쇠고기 등임.
- 모잠비크 농업기술지도체계를 통해 1,137명의 지도사(2012/13년 기

준)가 약 680,000명의 농민들을 지원하고 있음. 지도사의 85%가 남성
이며 15%가 여성임. 반면, 농업종사자의 경우, 47%가 여성이며 53%
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로는 여성농민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됨. 모잠비크 농업식량안보부의 농업기술지도국(DNEA) 기술지
도는 주로 ‘농업기술이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PITTA)’을 통한 기술
시연, 훈련내용 적용, 다른 농민들에게 해당 기술시연과 전파와 같이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됨.
- 작물 생산량 증대, 향상된 기술의 이용과 보급, 적정기술 이용, 수확

후 관리 기술(가공, 보관, 마케팅 등), 금융자본과 시장 접근성 향상,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생산에서 시장 지향적 생산으로의 전환, 소농
의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향상 등이 모잠비크 농업의 해결과제임.

131

4. KAPEX 정보시스템 및 해외인적DB 구축

4.1. 사업 개요
4.1.1. KAPEX 정보시스템3

□ 시스템 개요
○ 국제농업개발협력 정보시스템은 국제농업개발협력 및 해외농업개발 사
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농림 유관기관, 대학, 민간 기업 등
관련 전문가에게 제공하는 포털시스템을 목표로 구축됨.
- 통합검색 시스템, 해외인적 DB 연동 및 커뮤니티 시스템 포함
- 2014. 12. 11 국제농업개발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기획조정위

원의 위탁과제 심의 완료
- 2014. 12. 26 위탁용역 계약체결 (계약금 143,115천원, 계약기간 10개월)

○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총괄과)의 「2015년 KAPEX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에 따라 국제농업개발협력 정보시스템 사업내용 및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 KAPEX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받음 (2015. 2.11)

- KAPEX 사업 위주의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

이용률을 높이고 효과성을 제고 (‘KAPEX 정보시스템: e-KAPEX’ 으
로 개칭)
- 당초 10개월이었던 사업기간을 7개월로 축소하고, 사업예산 또한
143,115천원에서 87,300천원으로 39% 축소

3 http://ciap.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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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시스
템
사업
진행

기타

사업
일정

표 3-14 사업내용 변경내역

변경 전
○ 사이트 이용자 요구 분석
- ‘글로벌 농림협력 실무협의회’ 참여기관 대상
○ 국제농업개발협력정보 사이트 구축(포털)
○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 해외인적 DB 연동 및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 정보제공 기관과의 자료 공유 협정 체결
○ 수집정보원 확대 및 분류체계 수립
○ 정보 분산을 위한 메일링 시스템
○ 웹서버 : 아파치
○ 사용언어 : PHP
○ DBMS : Oracle 9i
○ 검색엔진 : 와이즈넛 Search Formula-1 v5.0
○ 웹로봇 : 와이즈넛 WISE IF v1.0
<기술협상>
○ 농림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수요조사를
위한 업무회의 3차례 실시
- 수요조사 이전 시점 1회 실시
- 시스템 개발 완료 시점 1회 실시
- 시스템 오픈 시점 1회 실시
○ 도입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 기존 연구원 보유 자원 최대한 활용
- 필요한 콘텐츠(이미지 등) 제안사에서 구매
- SSL 보안서버 인증서
○ 개인정보 보호 조치
- 필요할경우 연구원의 개인정보필터링 연계
○ 웹로그 분석 시스템과 연동
- 연구원 보유 솔루션을 이용한 웹로그 생성
연동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10개월)
- 기획 및 설계 : 2개월
- 자료수집 및 시스템 구축 : 6개월
- 시험운영 : 1개월
- 수정 및 보완 : 1개월

변경 후
○ 사이트 이용자 요구 분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관계자
○ KAPEX 사업 정보 사이트 구축
○ 게시판 검색
○ 해외인적 DB 연동 및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 분류체계 수립
○ 정보 분산을 위한 메일링 시스템
○ 웹서버 : 아파치
○ 사용언어 : JSP
○ DBMS : Oracle 9i
○ 관계자 업무협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농식품부 관계자
업무 협의 및 수요조사 (수시)

○ 변경 사항 없음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7개월)
- 기획 및 설계, 자료수집 : 3개월
(2015.01~2015.03)
- 시스템 구축 : 3.5개월
- 시험운영 : 0.5개월
- 안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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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해외인적DB 구축4

○ 원활한 국제농업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국의 카운터파트 현지
,

전문가 및 자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인적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외인적

DB

를 구축하여 농림

DB

KAPEX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 완료하였음.(‘14.12.16)

○ 국제농업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관별/업무담당자 개인별로 보유하
고 있는 해외 전문가의 인적정보를 DB화 함

○ 그러나

해외인적

, ‘

를 활용함에 있어 사이트 가입절차,

DB’

DB

입력시스

템, 검색시스템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
- 제한적 사용을 위한 회원가입 승인절차 미비
- 타 기관 DB 담당자의 데이터 입력 권한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B

담당자의 데이터 등록 승인 시스템 미비
- 해외인적DB 검색 시 같은 데이터가 검색결과 리스트에 중복으로 나

타나는 현상

○ 농림

사업 유관기관 및 업무담당자 개별로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

ODA

공무원, 각계의 전문가 등의 인적정보를 위해서는 구축된 해외인적DB의
보완이 필요.

4.2. 사업 추진과정
4.2.1. KAPEX 정보시스템

4 http://iap.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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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과정
-

2014. 12. 26 :

용역계약 체결

-

2015. 3. 23

:

계약 변경 합의

-

2015. 3. 30

:

부서 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중간보고) 실시

-

2015. 5. 21

:

농식품부 업무협의

-

2015. 7. 14

:

최종 보고

-

2015. 8.

:

시스템 내부 오픈 및 시범운영

-

2015. 11. 11 :

유관기관 홍보공문 발송 및 정식 오픈

□ 시스템 구성
그림 3-2 정보시스템 메뉴구조도

* ‘게’: 게시판, ‘영’: 컨텐츠 영문 제공

□ 각 항목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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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KAPEX
- KAPEX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진행과정 소개

-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소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소개

○ KAPEX History
-

각 국가별 사업 추진현황 공유

-

국내워크숍 소개

-

장기연수 프로그램 소개

○ International Agricultural Partnership DB
-

해외인적DB 사이트 연동

○ Board
-

KAPEX

보고서, 국내외 연수강의자료, 국가별 관련 연구자료 게시

○ KAPEX Community
-

협력사업 경험공유 게시판

-

사업관계자 간 커뮤니티(Global

-

장기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간 커뮤니티(KAPEX

-

자유게시판 (자유 문의 및 제안)

-

KAPEX

network)
Alumni)

소식 (공지, 뉴스, 보도자료, 포럼활동, 뉴스레터 등)

□ 시스템 특징
○ 시스템 메뉴를 국, 영문으로 함께 제공하여 사용 대상 및 활용 범주를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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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Global network 등의 게시판은 회원가입 없이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활발한 의사소통 및 커뮤니티 활동을 유도함

○ 장기연수 참가자들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KAPEX Alumni 게시판 개설

○ 사업진행상황(매 달) 및 관련 자료(수시) 업데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유

○ KAPEX 사업 및 국제농업개발협력 관련 연수 강의자료, 관련 보고서,
자료 등의 정보 축적으로 사업 데이터 저장 기능

○ 해외인적DB와의 연계로 정보 접근성 및 다양성 강화
4.2.2. 해외인적DB 시스템 보완

□ 해외인적 DB 시스템 보완 개요

- 개발업체 선정 및 구축 기간: 2015. 9. 23

∼ 2015. 11. 22(3개월)

- 유관기관 보유의 해외인적 정보 등록 현황 (2015. 12. 15 기준): 9개

기관 829건 등록

□ 주요 추진과정
-

2015. 9. 23

:

용역계약 체결

-

2015. 5. 21

:

농식품부 업무협의

-

2015. 11. 30 :

농식품부

DB

사용방법 기관 협의

- 2015. 12. 15 : 총 829건의 DB 입력

□ 이용자 관리시스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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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외 정보 활용 및 유출방지를 위한 이용자 관리시스템
- 제한적 사용을 위해 해외인적DB사이트에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 이용 신청을 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B관리자가 적합한
사용자인지 결정하여 승인토록 함.
*

이용자 등록 시 개인정보 제공, 목적 외 인적정보 활용 및 유출을 제
한하는 내용에 동의하도록 함. 이용자의 인적사항(이름, 근무처, 직
책, 연락처, 담당업무 등) 등록

□ 인적정보 입력 시스템 보완
○

다양한 형태의 인적정보를 각 기관DB담당자가 손쉽게 입력
- 기존 해외인적DB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DB담당자만이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각 유관기관의 DB담당자가 데이터를 입력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수정

그림 3-3 각 기관별 DB담당자의 데이터 입력

농림축산업 ODA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해외인적DB 담당자의 입력권한부여
각 기관 해외DB담당자가 해외인적정보 직접 등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각 정보들을 2차 중복검사 및 오타검토 후 승인
미흡한 데이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각 기관에 수정 및 보완 요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B관리자 및 각 유관기관 DB담당자가 직접 입력
- 명함, 초청연수 지원서, 출장복명서 등을 활용하여 해외 농축수산업

관련 인적정보 등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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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해외인적 DB 입력사항

인적 정보

Networking
History
○

구분
대륙
국가
성명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위(직급)
이메일 주소
연락처
명함
국내 관계자

네트워킹 이력

입력 사항
선택 - Africa, Asia, Europe, North
America, South America, Oceania
선택 - 대륙별 국가 분류
입력 (영어)
입력 (영어)
입력 (영어)
입력 (영어)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스캔 후 직접 입력
실무담당자 이름, 소속기관, 연락처
- 날짜(년, 월, 일)
- 장소(국가, 접촉 장소)
- 목적(워크숍/세미나, 정책협의, 조사연구,
초청연수, 현장점검)

해외인적정보의 변경 및 추가사항 관리 보완

- 인적정보에 대해 각 기관 DB담당자가 데이터의 변경사항을 수정할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DB담당자가 수정 사항 검토 후 승인
- 이미 입력되어있는 DB의 네트워킹 이력 추가는 승인 절차 없이 추가

가능

○

해외인적정보의
-

『

『

Networking History

』

』의 유형을 기존 3가지 유형에서 5가지 유형

Networking History

으로 세분화(세미나/워크숍, 정책협의, 조사연구, 초청연수, 현장점검)

□ 해외인적정보 표시 화면 보완
- 『직업군』은 『직위』로 변경
- 『정보제공자』란은 해외인적정보를 제공한 각 기관의 DB담당자가
자동으로 입력
-

『이전정보』는 입력되어 있는 해외인적정보의 소속기관, 직위 및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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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처가 변경된 내용을 업데이트 할 경우 변경 전 데이터는 삭제되지

『이전정보』에 리스트로 누적
- 기존 『이전정보』의 누적방식은 데이터 페이지의 가독성을 저해. 이
않고

를 아래의 테이블로 수정

소속기관 소속부처
소속부처
변경 여부
누적
소속부처
변경 여부
누적

표 3-16 해외인적 DB 이전정보

직위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록일시
직위의
최신
변경 여부
수정일자가
누적
맨 위로
직위의
이전
변경 여부
수정일자가
누적
아래로 누적

정보제공
자
각 기관
담당자
각 기관
담당자

□ 인적정보 검색 시스템 보완
○ 인적정보 검색 시 수정사항
- 기존에는 인적정보 입력 전 중복검색이 이메일을 기준으로 중복검색

이 가능했으나, 이를 인적정보의 이름으로도 중복검색이 가능하도록
수정
- 인적정보 검색 시, 해외인적 정보의 성명 뿐 아니라, 소속기관, 이메

일 주소, 연락처, Networking History로 검색 가능하도록 수정
-

『직업군』선택 필드를 삭제하고, 『네트워크 유형』- 워크숍/세미

나, 정책협의, 조사연구, 초청연수, 현장점검 필드로 대체

□ 기타 시스템 보완
- 사용자의 개인인적사항 변경이 가능하도록 수정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법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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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페이지 화면 구성의 오류 수정
한 페이지에 나타나는 데이터의 개수 조정

3.3. 향후 사업 추진 계획

□ KAPEX 정보시스템
- 연구원 내 타 시스템과 함께 지속적으로 하자보수 및 관리
- 매 달 사업 추진현황 및 관련 자료 업데이트
- 관련 보고서 및 자료 수시 업데이트
-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계자에 시스템 홍보

□ 해외인적

DB

○ 해외인적

DB

관리 및 활용
시스템 관리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인적DB 관리자는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 담당과 인적정보 및 이용자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
- 각 기관별 해외인적DB담당자는 수시로 해외인적정보를 업데이트 및

새로운 인적정보 등록 업무 담당

○ 해외인적

DB

시스템의 각 기관별 중복데이터 활용

표 3-17 해외인적DB시스템 중복데이터 활용 예시

라오스 농림부 K
K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년 KAPEX사업대상국의 담당자이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센터에서 2014년 실시했던 연수의 초청자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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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는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 손ㅇㅇ 차장과 2014년 정책협의를 실시한
바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APEX사업 모잠비크 담당자이기도 함
르완다 농축산자원부 I
I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5년 KAPEX 사업 르완다 담당자이자 한국
농어촌공사와도 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 르완다 농축산자원부 인사임
- 위와 같이 유관기관 간 중복되는 ODA 사업 대상국의 담당자에 대한

기본정보와 유관기관 간 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에 활용 될 것으로 기
대됨

5.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5.1. 사업 개요 및 내용
5.1.1. 제5회 포럼(4.3.)

□ 주제 및 목적
○
○

주제
- 농업분야 ODA 성과기반관리 이론과 사례
목적
- 농업 농촌 개발협력분야 성과관리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

- 선진 공여국 및 기관의 ODA 성과관리 체제와 적용사례 학습을 통한

효율적 지원 사업 추진
- ODA 평가체제 개선 및 근거기반 접근을 통한 국별 성과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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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선정 배경
○ 우리나라는 OECD DAC국가 회원국 및 G20 국가로서 그에 걸맞은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 및 확대가 요구됨.
- 저개발국의 식량안보와 빈곤탈출, MDGs 달성 등 글로벌 이슈에 적

극 동참하도록 국제사회의 요구가 확대됨.

○ 저개발국은 대부분 농업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성공한 농업 및 농촌발전모
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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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성을 강화 활용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필
요

□ 개최 결과 요약
○
○
○

일시 및 장소:

2015.4.3.

내용: 농업분야
참석인원:

ODA

양재

센터

aT

성과기반관리 이론과 사례

여명

70

□ 세부 프로그램

시간
세부내용
13:30-14:00 ○ 등록 및 참석확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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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ODA 성과관리와 평가체제:
현황과 과제
14:50-15:10 ○ 휴식
15:10-15:30 ○ 농업개발협력의 ODA 성과관리

15:30-16:30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6:30-17:00 ○ 기념촬영 및 정리

엄영숙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연구위원
한국수출입은행
강경재 선임연구원
※ 토론자(가나다순)
- 곽재성(경희대학교)
- 이주량(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홍문숙(글로벌발전연구원)
- 허 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요발표 및 토론내용
○ 주제발표 1. ODA 성과기반관리의 이해와 국제사회 동향(전북대학교 엄
영숙 교수)
- 국제 원조 관련 논의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을 원조하면

서 시작되었고, 이제는 원조 효과성 논의를 넘어 개발 효과성을 논의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 공여국의 기준에서보다는 협력국 입장에
서 원조를 바라보아야 함.
- 성과기반관리의 핵심은 사업의 평가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피

드백 과정을 거쳐 향후 사업 관리에 반영이 되는 환류과정임.
- 성과기반관리는 민간 영역에서 투명성 확보와 재무적 차원에서 실시

되었으나, 최근에는 공공 부문에서도 비재무적 성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성과기반관리를 다룸.
- 여러 ODA사업 평가기준 가운데서도 ‘지속가능성’ 항목이 관리의 모

·

·

든 측면을 내포한다. 특히 농업 농촌개발 분야의 경우, 농업 농촌의
다원성을 유지하여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원조방식을
채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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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2. ODA

성과관리와 평가체제: 현황과 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

원 권율 박사)
- 성과관리 체제의 대표적인 틀인 Project Design Matrix(이하 PDM)이

개별사업 관리에는 유용하지만 정책이나 프로그램 관리에는 근본적
인 문제가 있음.
- 이전에는 개별 프로젝트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새천년개발목표가

선정되면서 개발성과에 중점을 둔 관리 체제(RBM; Result-based
Management)가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나라에 어떠한 변화나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함.
- 현재 결과중심 관리체제의 문제점은 지표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음. 초기상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걸맞은 목표치
와 성과 측정지표를 설정하여 사업 이후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을 꾀
해야 함.
- 성과중심관리의 운영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전략적 계획 수립으로,

이 때 명확한 사업목표와 목적이 제시되어야 함. 목표와 목적에 맞는
지표를 설정하고 기초선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실질적인 수치를 통
한 효과를 측정해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증거 기반 평가가 필요.
- 성과측정 과정에서 성과지표마다 기초조사와 정보 수집을 시행해야

하며 기초선에 따른 목표를 설정해야 함. 지표는 집계하기 좋게끔 경
제성, 대표성, 관찰 가능성이 있는 지표여야 함.
- 현재 우리나라 성과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사업목표와 성과지표가 모

호하다는 것과 성과관리 운영기준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음. 기획단
계에서부터 PDM을 작성해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수원국과의 성과관리에 관한 협의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참여적 평가

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과 심층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지표를
만들고 지표에 입각한 모니터링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
- 평가는 공여국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행위이자, 관리기법을 개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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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협력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납득시키는 방법임.

○

주제발표

3.

농업개발협력의 성과관리: 평가와 그 이용사례(한국수출입

은행 강경재 박사)
- 성과관리가 공공기관에 적용될 때에는 민간부문의 이윤 창출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존재하는 것과 달리, 목적에 대한 고민이 남게 됨.
- 구체적인 수치 도달에 실패했더라도 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

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성과관리를 하는 원칙이 필요.
- 성과관리는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활동 이후 모니터링을 시행

하여 성패 요인 분석이나 피드백과 같은 정보이용 과정으로 구성됨.
정보 이용 단계는 우리나라 협력지원 과정의 미비한 점 중 하나임.
- 평가는 책무성을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성공한 프로젝트

를 분석하여 성공 요인과 사례를 추후 어떻게 적용 및 활용할 것인가
에 관한 담론으로 이어져야 함.
- 특히 농촌개발협력에서의 성과평가의 경우, 단일 단계에 관한 고민

뿐 아니라 사업 추후의 영향의 다면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변수로 작용할 사안이
많음. 평가를 위하여 고려 요인들을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

○

토론 및 질의응답
- 평가에는 책무성과 관리 개선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야 함. 사업의 잘

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다음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
- 평가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는 후원자-사업수행자
(patron-performer) 이슈, 현지요인 및 계절요인 등의 외부성,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사업의 수행과 결과관찰 간 시차 문제가 있으므로, 사
업 관리 자체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 외적인 면의 개선도 필요.
- 결과에 의한 성과관리가 아닌 결과를 위한 성과관리가 중요한데 이와

같은 개념과 논점상의 혼란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학술적, 정책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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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정리가 필요.
- 성과관리라는 틀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ODA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

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지나치게 성급하게 성과관리를 받
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학자들이 성과관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보충 방안
들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음.
5.1.2 제6회 포럼(7.22.)

□ 주제 및 목적
○
○

주제
- 민관협력을 통한 농업 농촌개발 ODA 효과성 제고

·

목적
- 농업 농촌개발 ODA 공동기획사업 발굴 및 ODA사업 간 유기적 연계

·

를 위한 다양한 개발주체 간 정보 공유 네트워크 형성
- 공공-민간 협력사업 시행을 통한 농업분야 ODA 가치사슬 확대와 개

도국 농업분야의 산업 발전 가능성 모색

□ 주제선정 배경
○

·

농업 농촌개발 분야 원조규모 확대에 대비 효과적 사업수행기반 확충

·

- 농업 농촌개발 관련 민간부문 기술, 경험 및 전문성의 ODA 사업 추

진과정으로의 통합방안 모색 필요

○ 농업부문

의 민관협력 적용 필요성, 논거 및 체계적 접근법에 관한

ODA

공공 및 민간 개발주체 간 논의 부족
- 농업관련 기관 간 공동 사전검토 및 기획 등 사업단계별 협업계획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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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사업의 범위, 유형 및 참여방법에 관한 이해 공유 필요

○ 개도국 농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발

,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수요충족

및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공급사슬 구축 방안으로서의 민관협력 확대 실
시 필요
-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지속적 관리 및 운영이 중요함에도 공공부

문의 사업 지속 인센티브 낮음.

□ 개최 결과 요약
○
○
○

일시 및 장소:

2015.7.22.

코리아나호텔

내용: 민관협력을 통한 농업
참석인원:

ODA

효과성 제고

여명

90

□ 세부 프로그램

시간
세부내용
13:00-13:30 ○ 등록 및 참석확인
13:30-14:00 ○ 개회사 및 축사
농림축산식품부 ODA사업 개선 및
14:00-14:30 ○공동협력방안
14:30-14:45 ○ 농업 ODA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14:45-15:00
15:00-15:20
15:20-15:40

○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 추진현황
○ 휴식
○ 주제발표 1. 농촌지역 공급사슬 구축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현장

비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원장
농림축산식품부
박윤희 사무관
농촌진흥청
최선태 연구관
산림청
백광호 사무관
바리의꿈
김현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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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3.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16:00-16:25 ○민관협력
사례와 시사점
16:25-16:40 ○ 휴식

16:40-17:40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7:40-17:50 ○ 기념촬영 및 정리

경희대학교
곽재성 교수
※토론자(가나다순)
- 김태균(서울대학교)
- 서종혁(한경대학교)
- 이하연(아시아공정
무역네트워크)

□ 주요발표 및 토론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ODA

사업 개선 및 공동협력방안 (농림축산식품부 국제

협력국 박윤희 사무관 발표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2개국에서 57개 사업을

추진함. 2015년에는 13개 사업을 진행하나, 일부 수원국의 의지 부족
으로 착수 진행이 어려움.
- 그동안의 ODA 실패 사업사례를 보면, 수원국의 지속적인 관리 약속

이 지켜지지 않거나 수원국의 현지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
업이 진행된 점, 시설물 운영주체와 수요처가 부재한 점이 실패요인
으로 꼽힘.
- 이에 따른 사업 개선방안으로는 1)협력대상국 역량에 맞춘 사업 지

원, 2)사업 검증, 3)간단한 형태의 농촌개발 인프라 사업 위주의 진행,
4)공동협력사업 발굴 등이 있겠음.
- 2016년 신규 사업은 협력대상국 협의 후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사업은 수원국과 수요협의 진행 중임. 2018년 예비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바람.

○ 농업기술

ODA

현황 및 계획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최선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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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발표내용)
- 이에 따른 사업 개선방안으로는 1)협력대상국 역량에 맞춘 사업 지

원, 2)사업 검증, 3)간단한 형태의 농촌개발 인프라 사업 위주의 진행,
4)공동협력사업 발굴 등이 있겠음.
- 2016년 신규 사업은 협력대상국 협의 후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사업은 수원국과 수요협의 진행 중임. 2018년 예비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기를 바람.

○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 추진 현황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실 백광호 사

(

무관 발표내용)
- 산림청의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 추진방향은 1)아시아 직역 산림복

구를 위한 국제산림 활동과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2)국제기구와의
공조, 3)정상합의 의제 시행임.
- 양자사업은 주로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에 예산을 투입해옴. 2016년

신규 사업은 캄보디아(메콩강유역 산림협력센터 운영)와 카자흐스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산림협력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함.
- 주요 세부 양자사업에는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한-인니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미얀마 건조지 산림복원 사업이 있고, 주요
다자 사업에는 UNCCD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사업인 건조지녹화파트
너십(GDP),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AFoCo),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가 있음.

○ 주제발표

1.

농촌지역 공급사슬 구축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현장: “연해주 유기농 콩 가공 공장” (바리의꿈 김현동 대표 발표내용)
- 소련 해체와 더불어 고려인 동포가 연해주로 유입되었고 자본 부족과

혹독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중국 조선족 동포와의 네트워크
를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 산업을 통해 정착해가고 있음.
- 2005년 연해주 콩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연해주 지역 정책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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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맞물려 유기농 콩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 됨. 2011년부터 2013년까
지 약 2억원의 경기도 ODA 자금을 지원받아, 미하일로프카 고려인
마을에 콩 가공장과 생협가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함.
- 2013년 유기농 가공 인증을 획득하고 한국 등지에 수출 기반을 마련

함. 블라디보스톡 교민은 합리적인 가격에 건강한 유기농 먹거리를
공급받는 계기가 됨.
- 경기도와 한국의 사회적 기업(바리의꿈), NGO(사회연대은행), 러시

아 현지 고려인 민간단체(연해주동북아평화기금)의 협력으로 이루어
진 농업 정착 지원 모델로, 민관협력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음.

○ 주제발표

2. KOICA

민관협력분야 사업현황과 동향:

농촌공동체 공유가치창출 사례

(KOICA

KOICA-CJ

베트남

이효정 과장 발표내용)

- 2015년을 기점으로 SDGs로 목표를 수정하고 방향을 재설정하며 식

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 민간재원
과 ODA 결합이 이루어짐.
- 민간재원과 ODA의 결합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비즈니스 니즈를

충족,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빈곤층의 자립과 경제성장으로 이어
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됨. KOICA와 CJ가 공동으로 참여한
CSV 사례는 민간부문과 수원국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기업

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됨.

○ 주제발표

3.

·

농업 농촌개발 분야의 민관협력 사례와 시사점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곽재성 교수 발표내용)
- 글로벌 CSR은 서구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를 통해 기업의 초국경화

를 통해 생겨남. 이윤추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 확산으로 CSR 니즈가
증가함.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회공헌과 기업전략을 일치시키지 못하
고 해외 CSR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우리나라 민관협력은 원조확대로 인해 공공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

151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음. 또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민
간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되고 무역을 위한 투자를 고려할 때 경쟁력
이 있음. 그러나 공여자와 수행자, 프로세스와 효과성은 앞으로 지속
적으로 향상해야할 과제임.

○

토론 및 질의응답
- (김태균 교수) 민관협력 실시에서 민관협력 형태의 목적과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패사례를 발견하고 실패요인을 학습하지 않으
면 민관협력은 원조 유형으로서만 강조될 가능성이 큼.
- 효과적인 개발협력 수행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조하나, 참여자가 많으

면 누가 책임을 지고 위험을 감수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함. 한편, 민간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나, 민간재원이 현재 ODA의 대체재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함.
- 농산물 관련 사업이 폭넓게 진행되나, 판매와 유통망, 수출입선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이 떨어짐.
- (서종혁 교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인프라 부문에서 민간의 역할이

클 것임. 그러나 현재 농업부문에서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의 규모가 작은 편임. 영세성으로 인하여 사업 성공에 애로를 겪
는 경우가 다수임.
- (이하연 사무국장) 공정무역이 한국 ODA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으나, 유럽 등지에서 이미 공정무역이 중요
한 역할을 맡고 있음.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정무역이 접점을 찾
아가는 상황임. 특히, 생산자, 소비, 농업 가치사슬 구축 측면에서 공
정무역이 개발협력사업과의 접점을 이룰 수 있음.

5.1.3. 제7회 포럼(10.21.)

□ 주제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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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 KAPEX 프로그램 결과 공유 및 농업 농촌개발부문 ODA 동향

○

목적
- KAPEX 사업 대상국의 대표단을 초청하여 사업의 성과 및 공동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ODA사업으로의 발전방안을 논의

□ 주제선정 배경
○ 최근 농업

ODA

사업 동향 및 사업결과 이해 필요

- KAPEX 사업대상국의 사업 사례, 결과, 성과를 공유하며 최근 농업
ODA 동향과 사업 진행사항을 참조하여 향후 사업 발전방안을 논의

○

Post-2015

시대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방향성

정립 필요
- SDGs에 기반을 둔 새로운 증거기반성과기반 접근법을 이해하고 향

후 사업 추진 시 적용방안 모색

□ 개최 결과 요약
○
○
○

일시 및 장소:

2015.10.21.

내용:

프로그램 결과공유 및 농업 농촌개발

KAPEX

참석인원:

여명

4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ODA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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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프로그램

(2015 KAPEX

시간
13:00-13:15
13:15-13:30
13:30-13:50
13:50-14:10
14:10-14:25
14:25-14:45
14:45-15:05
15:05:15:25
15:25-15:45
15:45-16:05

국내워크숍을 겸하여 개최)

세부내용
○ 개회사 및 답사
○ KAPEX 사업 진행현황 발표
○ 2014 KAPEX 베트남 주요결과
○ 2014 KAPEX 우간다 주요결과
○ 토론
○ 휴식
○ 필리핀: 효율적인 농지정리를
통한 농업 기계화 향상
○ 르완다: 육류생산에 초점을 둔
축산관리
○ 미얀마: 식량영양안보를 위한
농업정책개발
○ 파라과이: 소농을 위한
농업기술보급시스템 개선

16:05-16:20 ○ 토론
16:20-16:40
16:40-16:50
16:50-17:00
17:00-17:20
17:20-17:40

○ 휴식
○ 몽골: Khanlk Gol 지역

농업자유지대 형성
○ 모잠비크: 농업지도서비스와
농업부문 주요 해결과제
○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사업
추진경험과 성과관리
○ SDGs에 기초한 새로운 성과
기반 접근법

비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선 부연구위원
베트남 농업계획연구원
Nguyen Le Bich Hang
우간다 메케레대학교
Joanne Kisaka
- 김홍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주(건국대학교)
필리핀미작연구소
Elmer Bautista
르완다 농업축산자원부
Felix Nyirishema
미얀마 국가농업연구소
Kyi Kyi Cho
파라과이 농업축산부
Juana Caballero
- 서강석(순천대학교)
- 김홍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몽골 농식품부
Davaatseren Narmandakh
모잠비크 농업식량안보부
Inacio Nhancale
한국농어촌공사
박기욱 과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대섭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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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발표 및 토론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사업 추진경험과 성과관리

(

한국농어촌공사 박

기욱 과장 발표 내용)
- 우리나라의 농업 ODA 우선 대상국으로 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8

개국, 중동, 2개국, 중미, 남미 4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이 있음. 우리
나라는 주로 플랜트 건설, 가축 및 동물 보호, 산림 경영, 식량안보,
농산업 마케팅 지원에 주력함.
- 농어촌공사의 주요 국제협력사업 중 하나인 ‘콩고민주공화국 통합 농

촌 발전 프로젝트’는 농업 생산성 증가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주
요 목표인 사업임. 기술지원, 인프라 건설, 농기계 제공 등이 포함됨.
- ‘기술 훈련과 시설 건립을 통한 베트남 씨감자 생산증대 프로젝트’의

경우, 농업기술이전이 목적이며 주요 활동으로 종자 냉장보관시설 건
립, 컨설팅 서비스, 초청 프로그램 등이 있음.
- ‘Mwogo 지역의 농업 및 축산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농가 소득 창출

및 빈곤 퇴치가 주요 목적임. 농업 관련 시설 건립과 전문가 파견 등
이 이루어짐.
- ‘연중 토마토 생산을 위한 가나 아쿠만단 관개시설 개선 프로젝트’ 통

해서는 농민 소득증대와 빈곤 퇴치를 위한 관개시설 설치와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음.
- 한국 농업부문 ODA 사업을 수행할 때 개도국 농업 정책을 고려해야

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이전과 맞물린 개발협력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 의견을 활용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함.

○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와 농업 농촌개발 국제협력사업 성과관리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이대섭 연구위원 발표 내용)
- 국제기구와 국제사회는 지난 달 SDGs 최종목표를 설정함. 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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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발목표가 제안하고 있는 목표1와 목표2는 농업 및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음. SDGs는 100개의 글로벌 지표와 148개의 국별 지표를
제안함. 국제사회는 증거기반 성과관리를 ODA에 적용할 것을 권고
하고 있음.
- 수원국에 지원되는 자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

해 증거기반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커짐.
- 투입(input)-활동-(activities)산출(output)-결과(result)-영향(impact) 5단

계의 증거기반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함.

5.1.4. 제8회 포럼(12.11.)

□ 주제 및 목적
○

주제
- 2016년도 KAPEX(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

사업 대상국가의 농정 현황 및 사업사례

○

목적
- 2016년도 KAPEX 사업대상국가 농정현황 및 사업사례 파악을 통해

기존 국제 농업 협력 사업의 성과 및 보완점, 향후 KAPEX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정보 공유
- 국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업대상국 내 관련 부처, 공공기관 등 네트

워크에 관한 정보수집 및 공유

□ 주제선정 배경
○

2016 KAPEX

사업대상국 농정 현황 이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형성

- 2016년 KAPEX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KAPEX 대상국 농업현황

에 관한 심층적 이해 및 사업의 향후 발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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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결과 요약
○
○
○

일시 및 장소:
내용:

2015.12.11.

2016 KAPEX

참석인원:

양재

센터

aT

대상국 농정현황 및 사업사례

여명

40

□ 세부 프로그램
시간
세부내용
13:00-13:30 ○ 등록 및 참석확인
13:30-13:40 ○ 개회사
주제발표 1. 몽골 정치·외교
13:40-14:00 ○현황과
전망
주제발표 2. 몽골 경제현황과
14:00-14:20 ○산업구조
주제발표 3. 몽골 국제협력
14:20-14:40 ○사업사례
14:40-14:55 ○ 휴식
주제발표 4. 인도네시아
14:55-15:15 ○경제현황과
양국 경제협력 과제
○ 주제발표 5. 인도네시아의
15:15-15:35 효과적 REDD+ 거버넌스와 산림
파트너십: 롬복 REDD 연구사례
○ 주제발표 6. 인도네시아
15:35-15:55 경제현황과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비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원장
단국대학교
송병구 교수
순천향대학교
김홍진 교수
산림청
최영태 과장
산업연구원
민혁기 박사
국림산림과학원
배재수 연구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원순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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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8. 모잠비크
16:30-16:50 ○농업생산
향상방안
9. 농업기술훈련센터
16:50-17:10 ○건립주제발표
사업
17:10-17:25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7:25-17:30 ○ 기념촬영 및 정리

한국직파재배협회
이문희 이사장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유명호

□ 주요발표 및 토론내용
○

몽골의 정치외교 현황과 전망 (단국대학교 송병구 교수)
- 몽골 인구는 약 3백만이며 할흐족이 대다수를 이룸. 할흐족이 쓰는

할흐 몽골어가 가장 많이 쓰임.
- 몽골은 소련의 개혁개방정책과 맞물려 1990년부터 민주화를 이루게

됨. 첫 총선을 1992년에 시행하여 현재 4년 단위로 지속 시행하고 있
음. 몽골 야당을 대표하는 인물인 엘벡도르지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하였고 8년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임.
- 몽골은 대통령 중임제를 택하고 있음. 대부분의 권한은 총리에게 있

으며 대통령은 사실상 법안 거부권과 외교 사안을 다루는 상징적인
역할에 머무름.
- 몽골은 외교적으로 철저히 중립노선을 유지함.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

국에 둘러싸여 약소국의 입장과 같으나, 몽골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어 중립적 외교를 전략적으로 펼침. 한편,
사회주의 몰락 이후 중국과 러시아 외의 제3의 이웃인 서방세력과의
외교 또한 매우 중시함.
-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 안정과 한반

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경제적으로는 세
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우리나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크로드 익스
프레스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
한 국가임을 인식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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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의 경제현황과 산업구조 (순천향대학교 김홍진 교수)
- 몽골의 GDP는 130억 달러에 불과하여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 재원이나 기술력이 부족하여 자원 기반 경제의 이점을
충분히 누리기 힘듦.
- 중국이 수요독점자 역할을 함. 중국은 자국 자원을 서둘러 개발하려

하기보다는 몽골의 자원을 싼 값에 수입하는 것에 관심이 있음.
- 국제시장에서의 자원가격 불안정성으로 인해 몽골 경제의 성장기반

또한 불안정함.
- 전통적인 농축산업이 유지되고 있으며 농축산 부문과 관련하여 지역

수자원 개발 수요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몽골의 주요 부존자원으로는 구리, 석탄, 금 등이 있으며 광업은 몽골

산업 총생산의 약 59%, GDP 전체의 23%, 총수출의 90%를 차지함.
몽골에는 정유 공장 등 가공시설이 부족해 원자재 형태로 중국에 수
출하면 중국이 가공하여 상품화하는 경우가 많음.
- 몽골의 농축산업과 관련, 오축합계가 약 6천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경작면적이 전 국토의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지만,
풀이 듬성듬성 나 있는 목초지 또한 경작지로 분류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경작지 개념과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 있음.
- 현재 몽골의 재정적자 비율과 인플레이션율이 매우 높음. 금융시장이

현재 매우 불안정하며 자원민족주의 문제로 인하여 외국인직접투자
(FDI)가 물밀 듯 빠져나가고 있음. 한편, 구리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

적 타격에 대응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공공투자관리제도의 효율성
을 높여, 자원의 저주 등 경제 취약성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 부족

○

몽골의 국제협력 사업사례 (산림청 최영태 과장)
- 몽골 정부 주도한 “Green Wall National Program”에 따라, 2005년부

터 2035년에 이르는 거대한 조림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사업 집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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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낮음. 황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한-몽 그
린벨트 조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됨.
- 몽골 정부예산 운용의 특징으로, 환경 분야로의 정부지출 우선순위가

매우 낮음. 그러나 농업과 마찬가지로 임업 프로젝트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필요함. 이에 따라 10년을 사업 기간으로 설정하
여 계획에 착수함.
- 몽골인들은 목초지 환경에 익숙함. 산림을 조성할 필요성과 그 중요

성에 관해 인식하지 못함. 2010년 본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기후변화
와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등 환경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알림. 식목
일 제정이 그 일환임.
- 주요 활동내역으로는 그린벨트 조성과정에서 양묘와 조림 활동,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인력 육성, 전문가 파견, 공동연구, 심포지엄 및 워크
숍, 평가 등이 있음.
- 사업 이행 과정의 주요 장애물은 다른 개도국에서의 사업과 마찬가지

로, 관련 인프라 등 기반시설과 현지 투입 가능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수 발생한다는 점임. 사후관리 비용이 매우 큰 편이며 인
프라 부족 등의 요인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극대화된다는 점에 유의해
야 함.

○

몽골 관련 질의응답 및 토론
- 주변국가에서는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와 관련해 긴 그린벨트를 조성

하고 있으나 생활권역별로 나누어서 조림사업을 접근하는 방식이 고
려되었으면 함. 한편, 개도국 협력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지
인력의 활용 및 역량강화인데 임업 및 농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 시행
또는 현지 국립대학교에 학과 설치를 통한 장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려
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 (산림청 최영태 과장) 사실상 벨트조성은 행정상 상징적 의미가 있지

만 실용성 면에서 큰 의미가 없음. 특히 몽골에는 그 벨트를 따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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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무가 없음. 벨트를 따라 임대되지 않은 토지를 구하기 어려운 한
계도 발생함. 따라서 생활권역 별로 군락별 조림사업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중국은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로드를 따라가면서
군락을 형성하고 산업도 창출하여 생활권역의 주민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순천향대 김홍진 교수) 지역발전에 기여할 인력육성을 위해서는 국

립대 산림학과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안보다는 지역별 현장투입
인력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더욱 중
요할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양국 경협 과제 (산업연구원 민혁기 박사)
-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5%로 안정적인 형태를 이어감. 물

가상승률 또한 안정적임.

·

- 교통 통신 부문의 GDP가 증가하고 농림수산 분야는 감소하는 추세
- 광물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소비재 수입이 늘어나고 있음. 광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 2012년 광물법을 시행
하여 원광 형태로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경제협력의 특징을 꼽는다면, 이전에는 주

로 노동집약 부문에서 협력하였으나 현재는 자본집약 부문의 협력이
증가한다는 점임. G2G, B2B, 기술 이전 등 포괄적인 경협이 추진됨.
실무급, 장관급 경제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등 강력한 정부 지
원이 뒤따르고 있음.
- 향후 경제협력 과제로는 CEPA 조속 체결, 전략적 협력 강화, 새로운

분야 발굴 등이 있음.

○ 인도네시아의 효과적인

REDD+

거버넌스, 산림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연구관)
- REDD+란 개도국의 산림황폐화(산림전용 등)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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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감축하는 것
- 인도네시아와는 국가 간 협력관계가 긴밀하며 산림전용이 가장 심각

한 나라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 산림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
형 REDD+ 모델을 개발하게 됨.
- 산림파트너십 제도는 관할지역 주민이 직접 산지를 관리할 권한을 주

는 것으로, 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함.
- 파트너십은 산지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구분된 ‘KPH’라는 산지 지속

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시행됨. 본 파트너십을 통해 2014년까지
KPH모델을 120개로 만들어내어 전체 산림의 88%가 이 시스템 하에

들어가게 됨.
- 해당 지역은 실질적인 토지이용 권리를 보장받게 되며 KPH는 주민

과의 산림이용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함. 행정적, 물리적으로 지
역주민의 권리(산림이용권 등)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방식과
구별됨.
- 산림파트너십은 롬복 지역에서 처음 시행됨. 롬복 면적은 제주도 2배

이상이며 약 3백만 명이 거주함. 주민 입장에서 산림파트너십 체결의
주된 이유는 소득창출 기대인 것으로 나타남. 산림파트너십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충족되었으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KPH를 체
결할 필요 있음.

○ 인도네시아 경제현황과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

(

한국외국어대학교 원순

구 교수)
- 현 신정부는 지역중심적인 경제정책을 펼침. 기본적으로 내수보호주

의가 기조이며 상호보완적 대외경제정책을 표방함.
- 우리 정부가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으나, 현재까지 대부분

의 인프라 사업은 중국과 일본이 담당함.
-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으로는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

농업자원, 젊은 소비자층과 중상층 등이 있음. 최근 5년 간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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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5%대를 유지하며 인건비가 40% 이상 증가하였음. 그러나 공공
부문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향
후 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임.

○

인도네시아 관련 질의응답 및 토론
- (KDI) 인도네시아의 경제마스터 플랜(MP3EI)에 관하여 경제협력 사

무국(정부부처 3명,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산업연구원, KDI)이 주
도하여 진행 중임. 사무국은 기본목적은 3가지로 추릴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발전방안 제시,
컨설팅,

①

②경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③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이 그에 해당함. 그러나 신정부 들어

MP3EI가 폐기된 상황. 이전 정부가 작성한 MP3EI는 현재 중기 발전

계획으로 대부분 이관된 상태. 향후 경제협력 사무국의 존속여부는
불투명. 현재 MOU를 연장하여 내년까지는 추진 예정.
- REDD+는 한국의 경험과 SDGs에 비추어 보면 훌륭한 모델로 발전

가능할 것.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한 사업이며 현지 사회경제조사는
마까람대학교, 산림과학원의 인도네시아 파견자, 인도네시아 현지 대
학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이 실시. 국립산림과학원 예산으로 시행된 사
업. 현재까지는 사전타당성 조사에 머물렀고, 향후 이행 계획으로는
한 아세안 산림협력 기구나 국내에서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기업(현재
한국공항공사가 관심을 보임)을 통해 이행할 예정. 지난 사업 담당소
장이 인도네시아 KPH 회장을 맡고 있어 현지 Facilitator로도 활동 가
능하여 긍정적인 발전 전망을 지님.

○

모잠비크 농업환경과 진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종문 박사)
- 최근 천연가스의 발견으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농업

순수입국이지만 향후 농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임.
- TFTA(Triparite Free Trade Area)에 참여하면서 모잠비크 내부의 교

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배경 때문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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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책을 지향함.
- 모잠비크 농업은 전체 산업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국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
- 옥수수 카사바 외 수수 등의 작물이 생산되며 쌀 수입도 증가함.
- 농업개발 부진의 원인은 농업에서 기자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

고, 생산량이 높은 북부 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농산물을 이송할 인
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임.
- 토지는 국가자산으로 매각, 양도, 저당, 담보가 불가하며 토지사용권

을 획득하여야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음. 민간이나 국가의 ODA 사업으
로서 모잠비크에 진입할 경우 정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

○

모잠비크 농업생산 향상방안 (한국직파재배협회 이문희 박사)
- 모잠비크는 2013년에 들어서야 주한대사관을 설립하였으며 거리상의

제약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충분한 수자원을 보유하며 서늘하고 기온이 높고 충분한 농경지가 존

재하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낮고 농업의 가치사슬 개발 여건이 열
악하며 가공시설 시장 도로 전기 등이 부족하여 가치창출이 어려움.
- 제대로 된 관개시설이 동반되어야만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것
- 농업농촌개발 제한 요인으로는 낮은 농업생산량, 낮은 종자 비료의

접근성, 농산품 부가가치 창출 미흡,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의 부족,
미성숙한 조직 활동 등이 있음.
- 개발지원 방안으로는 농업기술개발 및 지도 분야의 역량강화, 우량종

자 구축사업, 관개시설 보수 및 생산 기술 이전, 인프라 개선 사업, 비
닐하우스 신설 재배 기술 이전 등이 있음.

○ 모잠비크 농업기술훈련센터 건립사업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유명호 박사)

(

- 한국기술과 생산기술 전수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농업기술 지원 프로

그램을 진행하였고, 전시포 설치 운영 및 시범농가 선정, 국내 초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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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진행과 한국의 가자재 지원이 이 프로그램에 포함됨.
- 모잠비크 농업 프로젝트 수행의 시사점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R&R이

불투명하며 민간과 정부 간 PPP를 적용하여 진행하는데 구조적인 준
비가 미비하고 협력국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는 점임.
- 정부가 모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과의 역할과 책임을 명백히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있으며, 최종목표의 지속가능
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적절한 출구전략을 제시하지 못
하는 측면이 있음.
- 프로젝트의 실행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데 이는

민간과 정부의 사업 모델에서 공여국의 사업 파트너를 어떻게, 누구
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됨. 치사노 재단 및 다른 기관과의 협업
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금융 서비스를 통한 지속가능성 증대, 장기적 산업화 측면에서의 금

용 활용, 교육시스템을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 역량개발을 위한 투자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운영주체 선정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의사
소통이 중요함.

5.2. 기대효과

○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협력 및 조정 기능 강화로 사
업 발굴 및 추진과정에서 효율화 제고 및 사업성과 개선

○ 민관의 사업 노하우 등 정보공유를 통해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 국
내민간기관의 사업 참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의 운영을 통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운
영을 통해 연구원의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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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6.1. 사업 개요
6.1.1. 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목적
- 뉴스레터는 2013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CIAP)에서

수행하는

KAPEX(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

정성과 확산) 사업에 대해 알리기 위한 매체로써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유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기관들
간 사업 및 행사에 대한 정보공유를 촉진하고자 발송
- 주기적인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국제농업개발협력에 대한 정보 공유

를 통한 관련 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분기별 개최하는 ‘국제농업파트너십포

럼’의 주제와 세부프로그램 소개 및 사전 등록 절차 진행
6.1.2. 뉴스레터 구성

○

2015년도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발간(총 4회)
- 프레임은 외부 전문가, 소식지 내용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담

당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활동 브리핑
-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소식(포럼내용 공유 및 다음 포럼소식 관련 공지)
- 농업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파악 및 관련 기관, 학회의 포럼 소식공유
- KREI해외리포터를 활용하여 국외 농업개발협력에 관련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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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성 있는 농업개발 협력 이슈 및 특집기사 발굴
- 국제농업개발관련 및 국제협력 관련 새로 나온 보고서와 신간 소개

표 3-18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주요 내용

구분
발행 일시
주요 내용
ODA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ODA 현황 소개
2015년도 1 ’15. 3. 13.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신간보고서‘Post-2015 개발재원 확대
사분기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
’15.4.3. 제5회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주요 발표 및 토론 소개
2015년도 2 ’15. 6. 17. KAPEX Academy 장기연수 착수 소개
사분기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축산 국제
협력사업 이슈 소개
’15.7.24. 제6회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의 주요 발표 및 토론
소개
- KAPEX 사업구성항목인 초청연수 프로그램, 장기연수 프
로그램과 현지연수 및 워크숍, 사후관리프로그램, 정보시스템
소개
- 우간다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된 민관-협력(Public-Private
2015년도 3 ’15. 10. 16. Partnership)사업 리포팅
사분기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이대섭 연구위원과 최민정, 하경진, 김
동훈 연구원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
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보고서 소개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 ‘시민사회와 국제개발협력 - 한국 개발
NGO의 현황과 과제 ’와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의
신간 ‘한 잔의 커피, 한 잔의 평화 – 동티모르 사회적기업
피스커피 이야기’ 소개
- ’15.10.21. KAPEX 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제7회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주요 발표 및 토론 소개
종료된 KAPEX장기연수 프로그램과 향후 연수 종료 후 실시
2015년도 4 ’15. 11. 27. 할 모니터링 계획
사분기
- ’15년 미얀마에서 시행된 공동조사단의 현장점검 및 정책제
안방향 소개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파트너십과 재원매커니즘’ 소개

167

6.2. 향후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활용 방안
- 향후 농업관련 ODA를 수행하는 기관(국립종자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과 국제협력관련 대학원, 연구소, 관련학
회 등)에 안내문을 보내어 뉴스레터에 공지하고 싶은 행사소식 및 기
관 동향에 대한 리포팅을 수시로 요청하여 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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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APEX 사후관리

7.1. 사업 개요

7.1.1. 배경 및 목적

○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성과 확산 및 지속적 네트워크 유지, 대상
국의 자립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후관리 지원

○

필요시, 연구성과물(ODA 사업계획서) 전문가 검토, 공무원 교육
(KAPEX Academy) 등에 대한 추가 컨설팅 지원

○ 장기적인 성과 분석 및 사업 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해 KAPEX사업
의 체계화 및 연속성 실현

7.1.2. 대상국 수요조사

○ KAPEX 사후관리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기간 : 2015.7.7. ~ 8.31

○ 수요조사 대상국가: KAPEX 사업 완료 5개국

169
- 2013년: 라오스,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 2014년: 베트남, 우간다

○ 수요조사 결과 다음 3개국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음
- 라오스: 협동조합 지원 정책 (워크숍)
- 캄보디아: 농업기술 지원, 보급 (워크숍)
- 베트남: 농지은행 도입 (연구)

7.2. 사업 주요 내용

7.2.1. 라오스

□ 개요
1)

목적

○ 라오스 농업협동조합 확산을 위한 농업지도사, 이해관계자, 농업인들의
이해 제고 및 농업협동조합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워
크숍 개최
2) 일시 : ‘15.11.2~3

·

3) 장소 : 라오스 Ban Keoun Training Center 및 농림부 농업지도 협동조합국
4) 참석자 : 약 60명

·

·

* 라오스 농림부 농업지도 협동조합국, 기획 협력국, 장관실, 지역사무소

공무원, 생산자단체 및 농업협동조합 대표, NG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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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일정

날짜/시간
11월 3일(화)
08:30~09:00
09:00~09:10
09:10~09:20
09:30~10:00
10:00~11:30
11:30~12:15
12:15~13:00
13:00~14:30
14:30~15:15
15:15~16:00
11월 4일(수)
09:00~09:10
09:10~10:00
10:00~11:00
11:00~11:30
12:00~13:00

세부 일정
워크숍
등록
워크숍 목적 소개
개회사
농업생산자단체 및 협동조합 관련 주요정책 소개
(Bounphavanh Kanyavong, DAEC)
한국의 농업협동조합 사례 소개 (김정주, 건국대)
점심식사
Bankean 축산 협동조합 방문
주요 생산자단체 및 협동조합 운영 사례 발표 (DMID, CPC)
공개토론
폐회식
워크숍 주요 결과 공유
회의 안건 소개 및 개회사
워크숍 주요 결과 공유
추후 협력방안 논의
한국의 농업협동조합 발전경험의 라오스에 대한 시사점 및
추가 질의응답
오찬

□ 주요 내용 및 결과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라오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체계를 갖춘 농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확산이 시급한 실
정임. 라오스 농업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본 워크
숍을 개최함.

○ 주요 생산자단체 및 협동조합 대표를 대상으로 라오스 농업협동조합 지
원정책을 소개하고, 라오스의 대표적 생산자단체 및 협동조합의 운영 사
례 및 한국의 농업협동조합 지원 사례를 공유함.

○ 참가자들은 그 동안의 협동조합 운영/지원 경험 및 청취한 사례 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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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현 정책의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음.

·

- 협동조합 설립 운영의 모범 사례가 될 만한 대표격 협동조합 육성
- 연 14~36%에 달하는 대출 이자 문제
- 투입재 구입 관련 정부의 지원책
- 협동조합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 또는 보조금 지원
- 협동조합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의 홍보
- 재무부와의 협력 체계 강화

○ 단계별 농업협동조합 확산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 계획
- 1단계: KAPEX사업 등을 통한 해외 우수 정책 및 지원 사례 공유
- 2단계: 5개년 계획 수립 및 관계자 역량 강화
- 3단계: 지역별 최소 1개의 대표격 농업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
- 4단계: 농업협동조합의 확산

7.2.2. 캄보디아

□ 개요
1)

목적

○ 워크숍 개최를 통한 2015년 5월 새롭게 도입된 농업지도·보급 정책에 대
한 농촌지도사 및 관계자 이해도 제고

○ 농업지도·보급 정책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
2) 일시 : ‘15.11.30~12.1
3) 장소 : 캄보디아 프놈펜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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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석자 : 약 80명

·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농업지도 보급과, 수산국, 축산국 및 지방정부, 농

업대학교, ADB, NGO 등 공무원 및 관계자
5) 주요 일정

날짜/시간
11월 30일(월)
08:00~08:30
08:30~09:00
09:00~09:30
09:30~09:50
09:50~10:20
10:20~11:40
11:40~12:00
12:00~13:30
13:30~15:30
15:30~16:00
16:00~17:00
17:00~17:30
12월 1일(화)
09:00~09:30
09:30~10:00
10:00~11:00

세부 일정
워크숍
등록
개회식
캄보디아 농업지도·보급정책 소개
AUSAID의 농업지도·보급 지원 사례 소개
휴식
한국의 농업지도·보급 체계 및 사례 소개 (김정화, 농진청)
질의응답
오찬
그룹토의
휴식
그룹토의 조별 발표
폐회식
워크숍 주요 결과 공유
워크숍 주요 결과 공유
캄보디아 현 농업지도·보급 체계의 문제점
캄보디아 농업지도·보급 체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전문가 제언

□ 주요 내용 및 결과
○ 캄보디아 농촌지도·보급과 관련된 조직 체계는 구성되어 있으나 농촌지
도·보급-연구-교육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체계를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
을 겪고 있음. 농촌지도·보급-연구-교육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워크숍을 개최함.

○ 농촌지도사 및 관계자들에게 2015년 5월 새롭게 도입된 농촌지도·보급
정책을 소개하고, 캄보디아에 대한 AUSAID의 지원 사례 및 한국의 농

·

업지도 보급 체계 및 사례를 공유함.

○ 참가자들은 청취한 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조별로 나누어 캄보디아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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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지도 보급-연구-교육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음.

·
2조: 농촌지도·보급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보급기관의 역할 및

- 1조: 농촌지도 보급-연구-교육간의 연계성 강화 방안
-

의무
- 3조: 농업자문위원회 및 농업기술 소위원회의 역할 및 의무

○ 참석자들은 아래 항목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관련 법체계의 수립 및 집행
- 관련 기관별 명확한 역할 확립

·

- 연구, 교육 및 농촌지도 보급 서비스 전달에 대한 투자 제고
- 농업협동조합의 역량 강화
- 농촌지도사들에 대한 전자기기 사용 및 SNS 활용법 교육
- 관련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

·

- 라디오 등의 매체를 활용한 농촌지도 보급 방식
- 자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원 명단의 신속한 확정

7.2.3. 베트남

□ 개요
1)

목적

○ 베트남 Nam Dinh 지역의 경제사회 현황, 주요 사회적 이슈, 농업 생산
성(농지 이용, 농가 소득, 평균 농경지 규모, 농지 정비 등) 현황, 농촌
인력 구조, 농지 정비에 대한 수요 등에 대한 분석

○ 현황 분석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홍강 유역 농지은행 시범사업을 통한
베트남 농지 이용 및 관리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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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세부내용

○ 2차 데이터 수집(문헌검토, 관심집단 토론, 심층면접)
○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ODA 제안서 작성 및 이에 대한 베트남측 전문가 의견 수렴
○ ODA 제안서에 대한 국내 전문가 검토
□ 주요 결과
○ 베트남 홍강유역의 농지축적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다수의 농가
들은 사용하지 않는 농경지를 다른 농가에게 넘기는 것을 매우 꺼려하거
나 향후 유산으로 상속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이로 인해 토지 분배 시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농경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
한, 일부 농가들의 농경지는 도시화 및 산업화를 목적으로 몰수되었는데
이로 인해 농민들이 도시 또는 산업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시도하나
대부분 적당한 일자리 찾는데 실패하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경향을 보임.

○ 홍강유역 남딘(Nam Dinh)성 논 규모의 감소는 홍강유역 뿐만 아니라 베
트남 전체의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음. 2000-10년 8,006.3 헥타르에
달했던 논 면적은 인프라 개발, 도시건설, 재배작물 변경 등으로 인하여
2010-14년 285.3 헥타르로 감소하였음.

○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특히 남딘(Nam
Dinh)성 해안 지역은 염수침입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기후변화로 인

하여 각각 2,177.15 헥타르, 1,599.76 헥타르의 논이 홍수 및 염수침입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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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홍강유역에 시범적으로 한국형 농지
은행을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7.2. 모니터링 결과

○

대상국들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사전 이해 제고 노력 필요
- 정책협의 시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 등에 대해 안내하고, 추후 행정절

차의 간소화를 위해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ROD에 명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사후관리 사업의 다양화 방안 모색
- 사업 1차년도인 2015년에는 주로 현지 관계자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 및 ODA 제안서 작성을 위한 추가 현황 조사 활동 위주로
진행되었음. 워크숍 및 추가 조사 이외에 다양한 활동 방안을 적극
적으로 모색하고 대상국들에게 이를 소개할 필요가 있음.

○

종료 시점에 대한 원칙 마련
-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대상국의 자립발전을 도

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후관리 사업이 일회성 성격을 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그러나 어느 단계 또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지에 대한 원칙 마련이 필요함.

○

사업평가와의 연계 체계 마련
- 장기적으로는 사업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목표했

던 결과의 달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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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2015년 실시된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된 성과를

참고하여 사업평가와 사후관리 사업간의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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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16년도 KAPEX 사업 준비현황

1. 2016년도 협력대상국 선정

1.1. 2016년도 협력대상국 선정 절차

그림 4-1 협력대상국 선정 절차

<협력대상국 선정절차>

협력대상
후보국 선정

→

심사

→

협력대상국
선정(안)
작성

→

농식품부 협의

→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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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및 ’15년 협력대상국 선정에서 제외된 국가와 기타 채널을 통해
사업요청서를 제출한 국가를 ’16년 협력대상국 선정을 위한 후보국으로
선정
- 사업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기회를 부여

○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후보국에 대한 원내외 전문가의 서면심사 실시
○ 심사결과에 대한 항목별 및 국가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우선순위를 부여
하고, 권역별로 배분하여 2016년도 협력대상국 선정(안)을 작성

○ 선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2016년도 협력대상국
3개국을 최종 선정

1.2. 협력대상 후보국 선정

1.2.1. 사업제안서 제출 국가

○ 2014년 협력대상국 선정을 위해 총 17개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공식
서한, 사업제안서 양식, 사업소개서 등 배포)를 실시 (‘13.4.2~4.30) 하였
고, 이 중 9개국 11개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주재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외교경로 거쳐 접수하였음.

○ 모잠비크 (‘12. 8. 14) 및 르완다 (’10. 4. 23) 등 2개 국가는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에 직접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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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
분
베트남
미얀마
우간다

표 4-1 사업제안서 제출 국가

수요 내용
- 한국의 농정경험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정책
-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 국내 곡물 마케팅시스템 개선사업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의 역량
수 필리핀
강화 사업
요
- 식자재 공급원으로써 가정텃밭 이용 최적화를
조
사 인도네시아 위한 합동연수
- 한국의 식량안보 관련 정책개발 추진경험 전
수에 관한 연수
몽골
- 국가 식량안보 강화 프로그램
파푸아뉴기니 - 동부 고지대 식량안보 프로그램
DR 콩고
- PPR(반추동물페스트) 방제 및 관리 외 3건
- 소규모 농가를 위한 우량종자 보급시스템 구
파라과이
축
기 모잠비크
채소류 저장 및 가공시설 실치와 농기업 육성을
타
위한 컨설팅
경 르완다
가축사육분야 컨설팅
로

비고
‘14협력
대상국
‘14협력
대상국
‘14협력
대상국
‘15협력
대상국

‘15협력
대상국
‘15협력
대상국

1.2.1. 2014년 및 2015년 협력대상국가 제외

○ 사업제안 요청서를 제출한 11개 국가 중 2014년 협력대상국 3개국(베트
남, 미얀마, 우간다)과 2015년 협력대상국(필리핀, 파라과이, 르완다)을
제외한 국가를 2016년 협력대상 후보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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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협력대상 후보국 (총 5개국)
- 인도네시아, 몽골, 파푸아 뉴기니, DR콩고, 모잠비크

1.3. 협력대상국 선정을 위한 심사

1.3.1. 심사기준 설정

○ 사업의 효과적 수행 가능성 및 대상국의 잠재역량을 기준으로 세부 사항
에 대한 심사

기준

표 4-2 대상국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세부 기준
지리적 접근성
언어
(영어권 여부)
현지
효과적
수행 네트워크(공공)
가능성
현지
네트워크(민간)
국내전문가
활용 가능성
정치적 안정성
대상국
잠재역량 수원태세

검토 사항
물리적 거리(지리적 위치, 비행시간 등)
영어사용 여부, 통역 가용성 등
농업관련기관 및 ODA 기관(KOPIA 센터,
AFACI, KAFACI, AFoCo 협의체, KOICA사무
소 등 공공 협력 네트워크 유무)
민간기업체의 진출이 활발한지 여부
농업 및 지역전문가와 같은 인적 자원의 다양성
유무
정치 및 사회, 거버넌스 차원의 정세
IFAD의 농촌개발부문 성과(Rural-development
Sector Performance, RSP)지수 활용, 0∼5점 부
여(5점이 가장 좋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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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구성
- 원내외(학계와 농업관련 기관)의 농업분야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
- 심사 참고자료(첨부 1)와 심사표(첨부 2)를 제공하여 심사 의뢰

표 4-3 협력대상국 선정 심사위원 구성
구분

심사위원

최지현(선임연구위원)
김홍상(선임연구위원)
원내 전문가
박시현(선임연구위원)
석현덕(선임연구위원)
(6인)
송주호(선임연구위원)
지성태(부연구위원)
김정주 교수(건국대)
원외 전문가
교수(연세대, 가나안 농군학교)
(학계 및 농업관련기관, 3인) 김장생
조양희 박사(농촌진흥청)

1.3.3.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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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협력대상국 선정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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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콩고
파푸아
뉴기니
모잠비크

13 15
15 29
15 15

23
9
20

14
12
15

18
16
17

10
12
22

18
14
26

○ 심사 결과 인도네시아, 몽골, 모잠비크가 2016년도 협력대상국으로 선정
표 4-5 2016년도 협력대상국 선정 순위표
구분

인도네시아
몽골
DR콩고
파푸아
뉴기니
모잠비크

순위정렬
합계

순위

187

1

184

2

111

4

107

5

130

3

2.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2.1. 몽골

2.1.1. 개요

○

목적
- 2016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 대상국인 몽골의 관계부처 및 관

련 연구기관 방문 및 면담조사 실시를 통한 세부 분야 수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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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일반 현황, 요청한 주제에 대한 현황, 원조현황 및 시사점 등에

대한 파악 및 분석
-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 추진여건 파악
- KAPEX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추진 방식, 사업 범위에 대한 안내

○ 기간
○

: ‘15.6.29~7.3

방문기관 : 몽골 식량농업부,
Bayan

Chandmani

州

주(

Smonhor”), Makh Impex

소,

Makh Market

)

Bayan

Chandmani

州

주(

)

동사무소,

농가, 농업안보부, 축산시장(“Khuchit

육가공 공장,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식품연구

육가공 공장,

KOICA

몽골 사무소,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

일정

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수행 업무
6/29
인
천
울란바토르
1 (월) (19:55) (23:30) ◦KE 867
◦출국
◦몽골 식량농업부 실무자급 면담
◦몽골 식량농업부 장관 예방 ◦방문목적 및 일정 소
6/30
2 (화)
개
◦현장 방문(Bayna Chandmani ◦관계자
면담 조사
州)
- 농업인 대표 면담
- 농가 방문
체
제 ◦현장 방문
7/1
◦현장방문 및
- 축산 시장
3 (수)
- 육가공 공장(Makh Impex) 관계자 면담 조사
- 식품연구소
◦현장 방문
7/2
- 육가공 공장(Makh Market)
4 (목)
◦코이카 몽골 사무소장 면담 ◦관계자 면담 조사
◦주 몽골 한국대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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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주요 내용

가. 몽골 식량농업부 실무자 면담
□ 주요 회의 내용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와 이와 관련된 Q&A 세션 진행
- KAPEX 사업의 예산과 범위에 대한 질의응답
- KAPEX 사업 주요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
- 몽골 농업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

○ 2016년도 KAPEX 사업을 위한 주제 선정에 대한 협의
- 한국형 ODA 모델 중 농업협력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20개의 프로그

램 소개 및 몽골 측의 사업제안서 주제 관련 발표 후 주제 선정 배경
및 기대효과 소개

□ 주요 회의 결과
○ 몽골측에서 제시한 KAPEX사업 주제

州 지역개발

- 주제1: 농산품(작물 및 축산) 수출을 위한 Khalkh gol
- 주제2: 농작물 유통 및 마케팅 시스템
- 주제3: 채소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기계화
- 주제4: 축산물 생산이력추적시스템

○ 주제 선정 배경 및 기대효과 소개
- (주제1,2) 몽골의 농업 부문은 전체 GDP의 14%를 차지하며 이는
17%인 광업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규모임. 투자 측면에서는 2.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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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융자, 0.04%의 정부예산, 2%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농업 부문에
해당됨. 이와 같이 농업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낮은 수준이 머
물러있으며 가축질병 문제로 인해 수출도 저조한 상황임. 이와 관련
하여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대에 위치한 Khalkh gol 지역을 농업자유
지역으로 지정하고 가축 사육 및 적극적인 질병관리 등을 통해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 증진 및 수출 증대를 꾀하고 있음.
- (주제3) 도시를 중심으로 채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한국의 채소재

배 기술 도입을 희망함. 2500동의 비닐하우스를 지원받는 등 한국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해오고 있음. 작년 4월 한국 농림부측에 ODA 사
업의 일환으로 농업기계화 관련 지원(농기계 구입 자금)을 요청한 상
태임. 채소 재배농가들의 농기계 운영을 위한 연구 및 연수를 희망함.
- (주제4) 축산물 생산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 system)이 없어 어려

움이 많으며 특히 수출을 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한국의
축산물 생산이력제를 도입하여 축산품 품질관리를 본격적으로 시도
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관련 장비와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
임.

○ 2016년도 KAPEX 사업의 향후 일정에 대한 협의
- 주요 일정으로 협의 시 제안된 4개의 주제에 대한 몽골 농업부의 내

부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개를 선정하고, 사업 목표를 보다 상세히
정리한 수정된 제안서를 7월10일까지 송부하기로 협의하였음.

나. 몽골 식량안보부 장관 면담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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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식량농업부 장관은 사절단을 환영하고 한국과의 협력 사업이 몽

골 농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새로운 기술 도
입을 위해 한국과의 더 많은 교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러한 부분에
있어 KAPEX 사업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표명함.
- 특히 농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으며, 한국에서 많은 도움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 최종 주제선정 관련 협의
- 몽골 식량농업부 장관은 몽골 식량농업부측에서 제시한 4개 주제 중
Khalkh gol 지역 관련 2개 주제를 묶어서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해당
2개 주제는 농업자유지역 설립에 있어 매우 필요함을 강조함. 농업기

계화 주제의 경우 KAPEX 사업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축산물 생산이력추적시스템 주제 또한 몽골 농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강조

다. 동사무소 방문 및 농업인 대표 면담
○ 주제(농기계) 및 주요 농업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Bayan Chandmani 주(州)의 농업인 대표는 해당 지역의 농업 현황에
대해 소개함. 농민들은 주로 밀농사를 짓고 있으며 밀 외에도 감자,
당근 등 채소(토지의 60%, 3200 ha.) 또한 재배함. 지역에는 큰 회사
가 없으며 모두 개인 농업 및 축산 농가임. 토양 상태가 채소 작목 재
배에 적합하며 최근 2년 비닐하우스 재배가 늘어나는 추세임.
- 어려운 점으로는 물, 농기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음.

농기계의 경우 수량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열악한 실정임. 물
이 부족해서 채소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감자와 양배추 등
을 심을 예산이 부족한 문제는 적은 정부지원과 까다로운 은행대출
조건과 관련이 있음. 장비교체 및 물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
함. 낙후된 농기계(80년대 제품)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기 위해 다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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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노력 중임.
- 최근 주민들에게 농업용 토지 허가를 많이 해주고, 가축사육의 경우

유목 보다는 축사에서 사육을 하도록 안내해주고 있음.
- 재배한 채소는 울란바토르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지역에 있는 소규모

가게에서 판매함. 우유의 경우 울란바토르 우유공장 차가 매일 지역
을 방문하여 운반해감.
- 관개시설의 경우 농업용관정을 이용함. 우물도 더 필요하지만 인공호

스와 댐이 있었으면 좋겠음.
- 농기계 부족 문제의 경우 임대를 하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으나 장비

의 낙후 문제도 있으며 몽골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여력이 없어 지
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는 실정임. 농업조직 20개 중 3개팀(공동농
장, 150명 규모)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편 17개팀(7~8가구
규모)은 잘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지역내에 3개의 축산 농가가 있는데 농가당 150~200마리의 소가 있

음. 몽골 정부는 소(송아지)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음. 프랑스
및 독일의 지원을 받아서 구매하기도 함. 가축질병 정기검사 및 치료
와 관련해서는 몽골 정부가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고 구제역으로 인해
소가 죽으면 40%를 지원해주도록 법이 규정되어있으나 예산 문제로

州

주( ) 정부 레벨에서 기록에서 빼버리고 있는 실정임.

라. 농가(1) 방문 및 면담
□ 주요 회의 내용
○ 주제(농기계) 및 주요 농업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비타민나무를 재배하여 열매를 열매상태로 열매센터에 판매함. 1년

수익은 나무 한 그루당 2~3kg의 열매가 수확되며 1kg당 3,000 투그릭
을 받음. 총 6,000 그루의 비타민 나무를 재배함.
- 비타민열매는 일본으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으로 일본과 몽골 정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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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맺어져있어 오일, 쥬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함. 그러나 방문한
농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 수출은 하지 않음. 또한 수출
을 할 수 있는 품종과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수출이 가능함.
- 농장 시설과 관련해서 펌프, 호스 등 관개시설 40%에 대해 정부 지원

을 받고 있음.
- 농기계의 경우 비용을 지급하여 장비를 빌려 사용하고 있음. 농기계

를 직접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쌈. 채소의 경우 농기계가 없으면 재배
가 힘든데 농기계 비용 때문에 지역 내 채소 농사를 기피하는 추세임
(이전: 400~500 ha.

→ 현재: 100 ha.로 감소). 장비를 빌려 사용하면

미리 약속을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재배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함.
- 비타민나무 재배에 있어 농장주는 이미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부로부

터 교육지원은 받지 않음. 다른 농가들에게 재배기술 교육을 전수하
기도 하며, 36개의 농가가 교육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마. 농가(2) 방문 및 면담
□ 주요 회의 내용
○ 주제(농기계) 및 주요 농업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2010년 오이, 토마토 등의 채소 재배로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는 딸

기를 재배하고 있음. 정부로부터 농기계 50%를 지원받았으며 비닐하
우스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었음.
- 특수작물을 재배해보자는 농업부의 제안으로 딸기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음. 씨앗은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몽골에 적합하도록 연구
해서 들여옴. 딸기는 몽골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판매가격이 비싸서
시도를 해보게 되었음. 중국에서 수입하는 딸기는 가격은 더 저렴하
나 당도가 낮음.
- 딸기 재배 기술의 경우 딸기농사 시작 전 농업부를 통해 농업대학에

서 기술교육을 받았음. 농업부는 재배 작물에 따라 별도의 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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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제공함.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을 받은 농업인 중
50%는 성공적이고 50%는 성과를 보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울란바

토르 인근 농가들은 절도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 교육을 함께 받은 사
람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정보를 교환함.
- 몽골은 기온차가 워낙 커서 비닐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재

배가 불가능함. 정부 지원으로 비닐하우스를 2겹으로 설치할 수 있었
으며 덕분에 좀 더 늦은 시기까지 재배가 가능함. 지하수를 이용하는
등의 비닐하우스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은 몽골 실정에는 잘 맞지 않
아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바. 농업안보부 축산담당자와의 면담
○ 주제(축산, 유통) 및 주요 농업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몽골에는 총 300만 마리의 소가 있으며 전체 가축의 수는 590만 마리

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생산이력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있지
않음. 소 귀표(ear tag)를 만들어서 개수 추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양과 염소의 경우 각각 200만 마리가 있어 귀표를 다는 것이
매우 어려움. 한국의 돼지 농가를 방문했을 때 농가 주인은 소유하고
있는 가축에 대해 모든 것(백신접종 시기, 정기검진 등)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기술을 몽골에도 도입하고자 함. Action Plan을 만들
어 식품안전관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서
장기연수를 받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됨.
- 1960-90년대에는 몽골의 가장 큰 규모의 고기 공장은 러시아로 육류

제품을 수출했었음. 공산주의 당시에는 공동농장 제도가 있어 정기적
인 백신접종 및 종합검진 등 관리가 잘 되었으며 정부 지원도 많았고
수출도 가능했었음.

사. 축산시장(“Khuchit Smonhor”) 방문
○ 주제(축산, 유통) 및 주요 농업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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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식육시장임. 오전 일찍 상인들이 축산

농가로부터 고기를 사와서 통째로 팔면, 이 곳 시장에서 소매상들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뼈와 살을 골라내어 판매함. 시내 대형마트는 이
곳에서 소매상들로부터 구매하여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
- 이곳에서 판매하는 상인들이 어느 축산 농가에서 구입해왔는지는 알

수 없고 또한 가축 질병 유무 확인도 불가능함.
- 고기 가격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고기 공장에서 고기 등급으로 구분을

했었으나 현재는 눈으로 식별한 품질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
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제시한 기준은 없음.

아. Makh Impex 육가공 공장 방문
○ 주제(축산)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현재 시스템으로는 구매한 고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음. 유

목민이 판매한 가축이 질 좋은 가축인지도 알 수 없을뿐더러 이웃집
농가의 소를 대신 팔아주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절실
함. 바코드를 찍으면 이력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희망함.
- 축산물 구입을 담당하는 자회사가 계약한 농가로부터 가축을 구매하

여 도축해서 이 공장에 전달하면 공장에서 소시지를 가공함. 판매의
경우 또 다른 자회사가 맡고 있음.
- 1997년 독일제 기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인증(ISO
9001)을 획득하였음.

자.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식품연구소 방문
○ 주제(축산)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식료품 샘플 분석, 유전자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연구소는

엄격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맞춰 설립되었음. ISO 기준을 맞춰야만
구입할 수 있는 장비(예: Agilient technologies)도 갖추고 있음.
- 유전자 분석의 경우 한경대 출신 박사급 연구원이 한국과 동일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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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적용하여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었음. 비타민나무, 육류제품 등
에 대한 분석 및 외국회사와의 공동연구 등을 수행함.
- 업무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나 육

류품 등 식료품 생산지를 기록하는 제도(registration system)이 없어
이러한 것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 배워 도입할 수 있기
를 희망한다고 표명

차. Makh Market 육가공 공장 방문
○ 주제(축산)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2004년에 설립된 공장으로 도축장을 직접 운영하며 그 고기로 소시지를

가공하여 판매함. 유목민으로부터 가축을 직접 구입하고 있음. 2011년
HACCP 인증을 받았으며 2014년 ISO 2200:2005 검사도 받았음.
- 축산물 이력추적은 9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음: 1개의 법, 3개의 인증,
5개의 기술번호
- 가축이 들어오면 수의사가 출생기록 및 등록번호 등을 컴퓨터에 기록

하고, 도축을 해서 들어온 것은 번호(이력관리시스템)를 기록함. 동사
무소 사무실로부터 등록증을 받아 그것을 보고 번호를 부여하여 바코
드화하고 있음. 소비자들이 축산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함.
- 바코드 맨 앞 5개 숫자는 생산 지역을 나타냄. 생산 지역은 알 수 있

으나 생산 농가는 알 수 없음. 귀표에는 6개 숫자(지역)가 기록되어
있는데 생산 농가에 대한 6개 숫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 예전에는 귀표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었

음. 최근 3~4년 출생한 송아지들은 귀표조차 없는 상황임. 2012년 회
사 자체적으로 귀표를 만들어서 150마리의 소에 귀표를 달아주었으
나 1~2년이 지나니 50%의 귀표가 떨어져버림. 가축 등록증을 부여한
적도 있었으나 귀표가 없어져버리면서 등록번호도 없어져버림.
- 귀표를 달 때 등록증도 함께 나오는데 백신접종 및 검진 시기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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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놓으라고 전달하였으나 농가에서 기록을 잘 하지 않아 관리가 제대
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귀표와 등록번호의 번호가 같아야하
나 귀표의 번호는 6개지만 등록번호 숫자는 더 많아 농업부와 시스템
일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임.

→ → →

- 농가 가공 유통 판매 경로 추적이 되어야하는데 안 되고 있음. 외

부로부터 들어오거나 외부로 나간 것은 기록을 다 하고 있지만 중간
과정에 대한 추적을 못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만두의 경
우 2~3개 다른 종류의 고기를 섞을 경우 어떻게 기록을 해야 할지 결
정하는 것이 어려움

카. 코이카 몽골 사무소 부소장 면담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

○ 현지연수, 현지워크숍, 후속사업 연계 등 KAPEX 프로그램과의 추후 협
력방안 논의

○ 코이카 몽골 사무소의 농업·농촌 관련 프로젝트 소개
- 구소련 연방국 시절 몽골 동부는 식량 생산기지였음. 코이카는 200만

불 규모의 사업을 농촌진흥청과 진행했었으며 후속사업은 코이카가
직접 수행하고 있음. 옥수수, 밀 등 농업과 축산업(사육) 관련 시범농
장 사업임. 한국 식품연구소와 함께 농식품안전관리 역량강화사업,
몽골 농업대와 축산품 가축 검역 및 물질분석 등의 사업을 진행함.

○ 몽골과의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논의
- 내년 몽골 총선이 있을 예정임. 총선 결과에 따라 실무자까지 변경되

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기에 맞춰 필요시 조율을 하는 것이 필
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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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의 중점지원국 지위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임. 내년에 새로운
CPS가 반영될 것을 고려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몽골에는 밀밭이 매우 큰 규모로 있으며 밀과 감자 등은 자급자족하

고 과일 등은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음. 토양과 기후
는 매우 좋은데 운영이 잘 안 되는 상황임. 또한 농가들 사이의 빈부
격차가 매우 큼.
- 전반적으로 원조가 울란바토르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며, 공여국 및

국제기구는 직접 수혜자와 연결하거나 지방에 직접 사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늘리는 추세임.

타.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 면담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

○ 몽골의 농업협력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논의
- 몽골은 최근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중요하게 보는 추세임. 우리나라 농업발전 노하우 및 기
술을 공유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KAPEX 사업의 대상국으로
2016년 몽골이 선정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됨. 좋은 성과

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중간 및 진행과정과 진전 상황 등에 대
해서도 알려주면 몽골 정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2.2. 인도네시아5

5 인도네시아의 경우, KAPEX 사업 진행과정 중에 인도네시아측 담당부서가 변경되었으며, 1차
사전타당성조사 시 주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따라서 인도네시아측 KAPEX 담당부
서와의 협의 및 추가 조사를 위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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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개요 - 1차조사

○

목적
- 2016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 대상국인 인도네시아의 관계부

처 및 관련 연구기관 방문 및 면담조사 실시를 통한 세부 분야 수요
분석
- 인도네시아 일반 현황, 요청한 주제에 대한 현황, 원조현황 및 시사점

등에 대한 파악 및 분석
-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 추진여건 파악
- KAPEX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추진 방식, 사업 범위에 대한 안내

○ 기간 : ‘
○ 방문기관 : 인도네시아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인도네시아 농업
15.5.26~30

개발연구원(IAARD),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사무소

○

일정

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수행 업무
인 천 자카르타
1 5/26
◦KE 627
◦출국
(화) (15:20) (20:10)
5/27
및 일정 소개
◦인도네시아 농업부 ◦방문목적
2 (수)
◦관계자
면담 조사
국제협력국 방문 ◦제안서 주제에
17:00
대한 토론
5/28(목) 체
재
◦인도네시아
◦현장방문 및 관계자
3 10:00
농업개발연구원
방문
인터뷰
19:00
5/29(금)
◦한국대사관 임무관 면담 ◦관계자 면담 조사
09:00
◦한국농어촌공사
소장 면담
4 5/29(금) 자카르타
◦KE 628
22: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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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주요 내용 1차 조사

가. 인도네시아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방문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와 이와 관련된 Q&A 세션 진행
- KAPEX 사업의 예산과 범위에 대한 질의응답
- 공동조사연구의 현지조사 유무에 대한 질의응답
- 사업 주제 선정 후, 공동조사연구팀의 선정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
- 연구결과를 국제워크숍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질의응답

○ 2016년도 KAPEX사업을 위한 주제 선정에 대한 협의
- 한국형 ODA 모델 중 농업협력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20개의 프로그

램 소개 및 인도네시아 측의 사업제안서 주제 관련 발표 후 인도네
시아에 적합한 주제에 대한 논의

나. 인도네시아 농업개발연구원 방문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와 이와 관련된 Q&A 세션 진행
- 공동조사연구의 현지조사 유무에 대한 질의응답
- 사업 주제 선정 후, 공동조사연구팀의 선정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

○ 주제(식량안보 강화와 영양 개선을 위한 Home-gardening, 식량안보 강
화를 위한 식량손실 및 낭비 감소)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식량안보 강화와 영양 개선을 위한 home-gardening의 경우, 소규모의

농가가 영양 개선을 위해 재배하는 작물을 다양화하고 개발해야할 필
요성이 있음. 또한 로컬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야 하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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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균형 잡힌 영양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gardening을 도입할 수
있음.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영양에 대한 의식과 지식이 부족한 상태
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또한 home-gardening을
통해 생산된 농산품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성이 있음.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손실 및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식

량안보에 대한 개념을 확립해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생산, 소비, 수
입, 수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식량공급사
슬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과 낭비(쓰레기)에 대한 개념을 정하고, 데이
터를 수집하여야 함. 결과적으로 수확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및 임무관 면담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

○ 인도네시아에서의 농업협력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논의
- 행정절차가 복잡하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적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편임.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식량가격과 생산량이 불안정하여 농업부에 대

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수요에 맞게 접
근한다면, 좋은 사업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협의 및 연수 진행시 협력(비자발급 문제, 현지워크숍 진행시 필요한 행정
적인 절차, 인도네시아 고위급 공무원 초청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

라. 한국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사무소 소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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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

○ 현지연수 및 현지워크숍 등 KAPEX 프로그램의 추후 협력방안 논의

–

2.2.3. 개요 2차 조사

○

목적
-

KAPEX

-

2016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확정 및

년도

KAPEX

R/D

체결 계획 협의

세부사업(장기연수 등) 추진계획 및 일정 공유

- 인도네시아 쌀 생산 및 자급현황, 식량안보 상황, 농업부문 협력 사업

추진현황 파악

○ 기간

: ‘1511.30.~12.4

○ 방문기관 : 인도네시아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인도네시아 농업
개발연구원(IAARD), 한국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사무소

○

일정

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수행 업무
11/30
인
천
자카르타
1 (월) (15:20) (20:10)
◦KE 627
◦출국
◦방문목적 및 사업
◦인도네시아 농업연구개발원
소개
2 12/1
(화)
면담
◦관계자 면담 및
현황조사
체
제
◦사업
상세 일정 안내
12/2
◦인도네시아
농업부
실무자급
3 (수)
◦사업 담당기관 및
면담
담당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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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주요 내용 2차 조사

가. 인도네시아 농업연구개발원
방문 및 면담
○ 인도네시아 농업 및 쌀 생산현황에 관한 질의응답 진행
(IAAR D )

- 인도네시아 농업 부문은 전체 GDP의 약 14%를 차지하며 인도네시아

가구의 주 수입원 창출에 기여하는 등 여전히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나, 최근 전체 GDP 대비 농업생산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
고 있음. 196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 사이 인도네시아 농경지면
적 비율은 인도네시아 국토면적의 20% 가량에 머물렀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25%까지 상승함. 대규모 플랜테이션,
특히 팜유 플랜테이션이 성행하면서 1998년부터 농지면적이 현재와
같은 수준인 30%까지 상승하였음.
- 인도네시아 농업은 크게 대규모 플랜테이션과 소규모 자작농의 생산

으로 나눌 수 있음. 대규모 플랜테이션은 주요 수출 농산물(팜유와 고
무) 생산에 주력하고 소작농의 경우, 쌀, 대두, 옥수수, 과일, 야채 등
을 주로 생산하는 경향을 보임.
- 인도네시아 주요 작물로 팜유, 고무, 코코아, 커피, 차, 쌀, 카사바, 열

대 향신료 등이 있으나, 그 중 쌀은 인도네시아 주식으로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특히 사회 취약계층과 빈곤층의 식량과 영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작물임. 따라서 인도네시아 식량안보를 강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쌀 생산량 증대와 수확 후 손실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시급함.
- 쌀 재배는 온화한 기후, 낮은 인건비, 높은 강수량 등의 조건을 지니

는 지역에 적합함. 쌀 재배는 노동집약적이며 방대한 양의 물 공급이
필요함.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데 특히 쌀 재
배농가대부분은 인도네시아에서 개발이 저조하거나 빈곤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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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여있음.
- 쌀 생산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기타 사항은 평균 0.8ha 미만의 토지

를 가진 소규모 자작농이 인도네시아 쌀 생산량의 90%를 담당한다는
점임.

○ 쌀 자급현황과 식량안보 강화 노력
- 인도네시아의 연간 쌀 생산량은 2014년 기준으로 70백만 톤에 달하

며 이는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규모임. 그러나 특
기할만한 것은 쌀 국제무역시장의 규모는 다른 곡물 거래에 비해 현
저히 적다는 점임. 세계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쌀 생산량의 5%
가량만이 국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미미한 쌀 수급 변화에도 쌀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실질적으로 쌀을 국
제시장에 공급하는 나라는 태국, 인도, 베트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세
수출국가의 무역정책에 갑작스런 변화가 생길 경우 쌀 수입국의 곡물
비축과 투기가 조장될 가능성이 큼. 곡물시장, 특히 쌀 시장 투기로
인한 쌀 가격 폭등은 개발도상국 빈곤층의 식량안보를 악화시키고 빈
곤을 확대할 위험이 있음. 2008년 쌀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아시아
빈곤층 인구가 증가한 것이 이에 해당함.
- 인도네시아는 세계 3위의 쌀 생산국이지만 여전히 쌀 수입국에 속함.

인도네시아 쌀 재배농가가 최적화된 생산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2억 5천 명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인구의 일인당 쌀 소비량이 높
다는 점6 때문에 쌀 수입이 불가피함.
- 이처럼 인도네시아 인구가 대량의 쌀을 소비한다는 점과 쌀을 수입하

는 입장에서 식량가격이 치솟을 경우 특히 빈곤계층이 큰 피해를 입
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는 정부차원에서 쌀 자급 달성에 만
전을 기하고 있음. 쌀 자급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쌀 수출국으로
6 인도네시아 연간 일인당 쌀 소비량은 140kg에 달하여 세계에서 일인당 쌀 소비량이 가장 높
은 국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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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매김하고자 함. 지난 몇 십년간 쌀을 자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오직 1980년대 중반과 2008~2009년에만 자급을 이루
었음.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는 쌀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태
국과 베트남으로부터 삼백만 톤가량의 쌀을 수입해야만 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쌀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두 가지 접

근법을 택하고 있음. 하나는 생산측면에서 접근하여 정부가 비료를
지원하여 농민들이 생산량 자체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거나 기술혁
신을 촉진하여 수확 후 식량손실률을 줄이는 것임. 다른 하나는 소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매주 “쌀 없는 날“과 같은 캠페인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의 쌀 소비를 줄이고 다른 주요 식단의 소비를 도모
하는 것임. 두 접근법 모두 아직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음. 인도네
시아 국민들은 여전히 쌀을 대체할 다른 식품을 소비하려 하지 않고
있음. 쌀 자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쌀의 생산과 유통과정
에서 발생하는 수확후 손실(post-harvest loss)을 최소화하여 쌀의 식
량가용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문제는 쌀의 수확후 손실 감소와 관련한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점

임. 생산 및 유통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왜 손실이 일어나는지를 추적
하지 못하고 있음. 쌀 손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식량손실률이 얼마나 발생하며 손실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임.

○

2016

년도

KAPEX

사업의 향후 일정에 대한 협의

- 인도네시아 쌀 생산 및 자급현황, 식량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타

당성 조사를 위한 회의에서 발표되었던 2개의 주제를 합쳐 수확후관
리 체계 개선을 통한 쌀 손실 감소로 정할 것을 제안함.
- 인도네시아 농업연구개발원(IAARD) 내부협의를 거친 후 기존의 프

로젝트 제안서를 본 회의에서 구체화된 주제에 맞게 기존 제출한 프
로젝트 제안서를 인도네시아 농업부 국제협력국과 협력하여 수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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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기로 함. 농업연구개발원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하기로 함.
사업 목표 및 세부활동 등을 더욱 상세히 정리한 수정된 제안서를 12
월 말경까지 KREI 측으로 송부하기로 협의함.

나. 인도네시아 농업부 국제협력국 실무자 면담
○ 사업 주제 및 담당부서 확정 및 R/D 체결 일정 협의
- 2015년 5월 농업부의 양자협력담당관인 Ade Candradijaya, 국제협력

센터장인 Mesah Tarigan를 비롯한 농업부 산하 식품안전처의 Sri
Sulihanti 등과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협의한바 있음.
- 당시 발표되었던 두 주제는 하나는 식품 안전, 두 번째는 식량 손실에

관한 것이었음. 첫 번째는 영양과 관련되었고 두 번째는 수확후관리
와 관련이 있었음. 두 주제는 연계성이 큰바, KAPEX 인도네시아 주
제는 수확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한 쌀 식량손실 감소로 최종 결정함.
- 현재 농업부 조직구조가 다소 바뀐 상황임. KAPEX를 담당할 부서와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고 있음. 주제와 관련된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언에 따라 인도네시아 농업연구개발원
(IAARD)의 수확후관리 연구개발센터 R&D 협업활용팀장인 Ridwan
Rachmat이 KAPEX 사업의 담당자로 결정됨.
- KREI 측에서 제시한 R/D 체결을 위한 추진일정에 동의함. R/D는
2016년 1월 중에 체결하도록 하되, 체결 전 한 달여 간 사업제안서를

결정된 주제에 맞게 수정하고 사업의 목표, 배경, 계획 등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농업부 관련부서와 농업연구개발원이 협업하여
수정된 제안서를 보내도록 협의함.

○ KAPEX 사업 소개 및 상세일정 안내
- KAPEX 프로그램의 일환인 공동연구를 위하여 정책 및 경제 분석 전

문가 등을 포함한 공동조사팀을 꾸릴 필요가 있음. 공동조사 팀이 주
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정책 분석, 기술역량, 계획 등을 연구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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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여 주제에 관한 주요 문제점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파악해내어야
함. 인도네시아 측 공동조사 참여연구진을 선정하여 이름, 소속, 전문
분야 명시해주기를 바람. 조사팀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 공동조사 실시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조사비용 지원에 관

하여서는 세부사항을 다시 협의하기로 함.
- R/D 체결 전 한 달간의 시간이 있음. 프로포절을 수정 및 보완하여
KREI 측에 송부하면, KREI측이 R/D 초안을 작성해 인도네시아 측에

송부할 예정임.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농업개발연구원이 R/D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최종 체결하기로 협의함.

○ 장기연수 선발 관련 협조사항
- R/D 체결을 위한 방문 때 3-4명의 장기연수생 선발을 위한 약식 인터

뷰를 시행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내에서 5-6명가량의 후보자를 선발하면 1월경 인터뷰를

통해 3-4명의 최종 연수 참여자를 확정할 예정
- 고위급 관료로 연수 후보자를 제한하지 않음. 젊은 연구자들 또한 연

수에 참여하도록 권함.

다. 한국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면담
○ 주제 쌀 손실 감소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관련 현황에 관한 질의응답
(

)

- 정부는 2015년에 더 많은 국가자금을 농업부문 인프라 개발에 할당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2017년까지 쌀 자급을 달성하려는 국
가차원의 노력의 일환인 이 계획 하에, 2015년에서 2018년까지 3백만
ha에 이르는 관개시설이 보수될 예정임. 관개시설 수리 외에 수자원

관리 인프라를 복원하고 종자, 비료, 농기계를 보급하여 쌀 생산과정
의 식량손실률을 줄이고 쌀 자급률 증대하는 방안이 정부계획에 포함
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 인구가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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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안보 대책이 시급함. 특히 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몇몇 대기업들은 소규모 쌀 소작농과 함께 파트
너십 프로그램에 착수하였음.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신기술 이용과
혁신적인 금융프로그램을 통한 쌀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
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내 사업 현황
-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까리안 댐 건설 사업에 주력

하고 있음. 까리안 댐이 건설되면 자카르타 서부와 반뗀주 주민 400
만 명에게 생활용수와 약 2만 ha에 이르는 하류부에 관개용수가 안정
적으로 공급되며 홍수조절과 소수력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자카르타에서 지면은 하강하고 해수면은 높아지면서 수몰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몰 가능성이 있는 지대는
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수몰 시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여
건을 위협하게 되므로 인도네시아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
음. 농어촌공사 측은 해당 지역에 방조제 작업을 시행할 계획임.
- 농어촌공사는 수출입은행과 함께 11월 말 인도네시아 레박 군에 복지

시설 건축과 마을 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시행함. 농어촌공사, 수출입
은행, 레박군청 직원들이 레박 지역에 공동화장실, 쓰레기 소각장 등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활동에 참여하였음.

○ 인도네시아 농업부문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현재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농업부가, 농업을 담당하는

한 부처와 농촌개발을 담당하는 다른 하나의 부처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사업 추진 시 조직체계와 담당업무를 정확히 파
악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농업부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농업부가

아닌 다른 정부부처 내에 전문가 및 기술진으로 이루어진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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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사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사무소
또한 공공개발부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3. 모잠비크

2.3.1. 개요

○

목적
- 2016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 대상국인 모잠비크의 관계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 방문 및 면담조사 실시를 통한 세부 분야 수요 분
석
- 모잠비크 일반 현황, 요청한 주제에 대한 현황, 원조현황 및 시사점

등에 대한 파악 및 분석
-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 추진여건 파악
- KAPEX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추진 방식, 사업 범위에 대한 안내

○ 기간

: ‘15.6.14~19

○ 방문기관 : 모잠비크 농업식량안보부 농업기술지도국(DNEA), 마푸토 군
청, 마푸토 지역 농가, 농업생산자단체(September 25), 노인복지센터, 농
업협동조합, 농업지도훈련원, 주 모잠비크 대한민국 대사관, KOICA 모
잠비크 사무소

○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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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인천
1 6/14
(일) (19:40)
2 6/15
(월)
3 6/16
(화)

체

마푸토
(09:40)

제

6/17
4 (수)
마푸토
5 6/18
(목) (09:00)
인천
6 6/19
(금)
(15:35)

방문 기관

수행 업무

◦SQ 015
◦출국
◦SQ 478, TM 312
및 일정 소
◦모잠비크 농업식량안보부 농업 ◦방문목적
개
기술지도국(DNEA) 방문
◦관계자 면담 조사
◦현장 방문 (Boane District)
- 마푸토 군청
◦현장방문 및
- 농가
관계자 면담 조사
- 농업생산자단체
◦현장 방문
(Marracuene District)
◦현장방문 및 관계자
- 노인복지센터
인터뷰
- 협동조합
- 농촌지도훈련원
◦주 모잠비크 한국대사 면담 ◦관계자 면담 조사
◦코이카 모잠비크 사무소장 면담
◦TM 303, SQ 479
◦귀국
◦SQ 600

2.3.2. 주요 내용

가. 모잠비크 농업식량안보부 농업기술지도국(DNEA) 방문 및 면담
□ 주요 회의 내용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와 이와 관련된 Q&A 세션 진행
- KAPEX 사업의 예산과 범위에 대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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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EX 사업 주요 활동에 대한 질의응답
- 모잠비크 농업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

○ 2016년도 KAPEX사업을 위한 주제 선정에 대한 협의
- 한국형 ODA 모델 중 농업협력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20개의 프로그

램 소개 및 모잠비크 측의 사업제안서 주제 관련 발표 후 주제 선정
배경 및 기대효과 소개

○ 주제 선정 배경 및 기대효과 소개
- DNEA의 기술지도과(Technical Support Dept.)는 농업지도사를 통해

농가에 농업기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 농업지도사 역량강화를
통해 단일화된 농업기술지도체계(unified extension service)를 수립하
고자 함.
-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산발적인 기술 전달은 농업인들에게 혼

란을 주고 있음.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기술을 농업기술지도체계 하에
서 농업지도사들을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KAPEX 사업을 통해 농업지도사들의 전반적인 역량강화 및 분야 전

문성을 키워 모잠비크의 작물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
- 아울러 위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모잠비크 내 농업관련 연구소
(IIAM)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지원으로 설립한 농촌지도훈련원(hardware)이 있음. 이를 활용

하여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해 KAPEX 사업을 통해 지원받기를 희망

○ 2016년도 KAPEX사업의 향후 일정에 대한 협의
- 제안된 1개 주제의 세부주제에 대해 모잠비크 DNEA 내부회의를 거

쳐 1개를 선정하고, 수정된 제안서를 7월초까지 송부하기로 협의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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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EA측은 모잠비크 상황을 잘 반영한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

도록 초청연수에 앞서 현지워크숍을 먼저 실시할 것을 제안

나. 마푸토 군청 방문 및 면담
○ 주제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군청은 농업기술을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

함. 작년 한 해 7000명의 농업생산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
음. 마푸토 지역 내 총 10명의 농촌지도사가 활동중이어서 심각한 인
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 농업인들의 포르투갈어 문맹률이 높아 주로 삽화(illustration)나 포스

터를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있음. 농촌지도사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
여 훈련가이드(Training Guide)를 제시하고, 화이트보드를 사용하여
교육을 하고 있음.
- 따라서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는 것 보다 사진자료나 영상물을 제작하

여 교육교재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다. 농가(1) 방문 및 면담
○ 주제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방문 농가는 모잠비크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소규모의 양계장을 운영

하고 있으며, 각종 채소 및 과일을 생산하는 대규모 농가임. 마을의
인력을 고용하여 농촌지역 취업률을 제고하는 한편 이들에게 농업기
술을 전수하고 있음.
- 농장운영에 있어 필요한 장비는 주로 남아공으로부터 구매하였으며,

양배추 씨앗 및 비료 등은 마푸토 시내에서 구입함.
- 생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주로 시장에 직접 가서 팔았으나

현재는 빅바이어(big buyers)들이 농가로 방문하여 구매해감. 빅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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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과 계약 체결 방안을 모색 중임.
-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있

음. 중국 정부가 설립한 연수원에서도 교육을 받았으며 브라질, 일본,
중국으로부터 파견된 전문가로부터 기술을 배웠음.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하였음.
- 보다 효과적인 영농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인들이 선진농가를 직접 방

문하여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체험하는 Man to Man Training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농가(2) 방문 및 면담
○ 주제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최고 생산자(농가(1))의 농장에서 일하며 농가(1)과 농촌지도사를 통

해 농업기술을 습득하여 1998년부터 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그 밖에
다른 영농교육은 받은 바 없음.
- 농업생산자단체와 관련하여, 한때 단체에 소속되었었으나 일부 회원

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탈퇴하였으며 현재 소
속된 단체는 없음.

라. 농업생산자단체(“September 25“) 방문 및 면담
○ 주제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September 25]는 1975년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생산자

단체(farmers’ association)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음.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 규모가 작아 생산자단체로 변경하였음. 정부관계자가 방문하여
도움을 주고 있음.
- 총 38명의 생산자들이 가입되어있음. 회원들은 2년 임기의 회장을 선

출함. 주로 채소, 옥수수, 감자 등을 재배함.
- 토지 전체가 생산자단체 소유이며 회원들은 토지사용료와 연료 및 비

료사용 비용을 지불함. 토지사용을 허가하였으나 절반 이상의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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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하지 않은 채 비어있을 경우 허가를 취소함. 토지는 상속이 불가
능함.
- 하나의 큰 장점은 다른 생산자들로부터 서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임. 또한 단체적 차원에서 농업 장비(트랙터, 트럭 등)를 관리하고
모두가 각자의 토지가 있다는 것과, 수확물을 모아 시장에 판매한다
는 장점이 있음.
- 트럭은 일본 정부가 지원해주었으며 트럭 운전사에게 회원들이 비용

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KREI측은 한국의 경우 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의 대표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한국의 경험을 소개함.

마. 노인복지센터 방문
○ 주제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노인복지회관은 2008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총 75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현재 25명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
음.
- 센터를 운영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원금이 제때 지급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벌고자하
며 농촌지도사들의 도움을 받아 양계사업을 운영하기를 희망함. 이를
위해 DNEA는 지원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음.

바. 농업인 (협동조합 임원) 면담
○ 주제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협동조합에는 250명의 회원이 있음. 공동 토지를 경작하며 서로 기술

을 공유하고 농촌지도사로부터 도움도 받고 있음. 필요한 물품(씨앗
등) 목록을 함께 만들어 판매자에게 전달하면 판매자가 직접 방문함
으로써 시간과 교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큰
조직이다 보니 가끔 일을 하지 않는 회원으로 인해 마찰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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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럴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모두가 기회를 가
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임원(부회장)으로서 일주일에 평균 2~3회 농부들을 방문하여 작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하는지 살펴보고 필요시 농약을 제공하며 수확
시기 및 씨앗 등에 대해 조언을 주고 있음.
- 어려운 점으로는 (1) 질병 및 적절한 농약, (2) 최신기술 및 정보, (3)

문제점 파악을 위한 정기적 훈련의 부재와 관련된 것들이 많음.
- 농촌지도사들의 역량과 관련하여, 보통은 농촌지도사들의 지도를 따

르나 실행에 앞서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
음.
- 모잠비크의 농부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재배 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위

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농촌지도사들이 이들
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농업 혁신을 위한 한 방법으로 사인보
드를 설치하여 전시(demonstration) 중이라는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사. 농업지도훈련원 (Agricultural Extension Training Center, ATC)
방문
○ 주제와 관련된 현황파악을 위한 질의응답
-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은 3개가 있으며, 약 12명 정도 수용 가능

함. 7월-8월 중 12개 방 규모의 기숙사 건물을 지으면 24명을 더 수용
할 수 있게 됨.
- 훈련원이 지속가능하며 국립훈련원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추후 더 많은 시설을 지어 모두가 이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
고자 함.
- DNEA 직원들은 지방 농촌지도사들의 관리자(supervisor) 역할을 해

야 마땅하나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임. 이 훈련원을 활용하
여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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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어촌공사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DNEA 직원들에게 훈련원 내 작은 토지를 분양하여 실제 작물재배

경험을 쌓고 전시(demonstration)도 하게끔 할 계획임. 이를 통해 농촌
지도사가 관리자(supervisor) 겸 협력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KAPEX사업을 통해 보다 체계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음.

아. 주 모잠비크 대한민국 대사 면담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

○ 모잠비크의 농업협력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논의
- 모잠비크는 대부분의 식자재를 수입하고 있음. 땅은 비옥하나 휴작지

가 많음. 잘 재배를 한다면 수출 가능성도 높은데 문제는 의지, 기술,
기자재 및 비료 등이 부족하다는 점임.
- 모잠비크 정부는 농업기술개발과 영농훈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

며 한국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음.
- 농업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의지가 높은 편임. 개발이 늦어 다른 나라

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규모의 투입(input)으로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임.
- 교육자료 제작시 포르투갈어 자료가 필수적임.

자. 코이카 모잠비크 사무소장 면담
○ KAPEX 사업의 배경, 목적, 사업 추진 절차, 사업 구성 등 전반적인 소개
및 2013, 2014, 2015년도의 사례 소개

○ 모잠비크의 농업협력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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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D 서명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1월 달은 휴가 기간임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음. ROD 문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어 또한 준비해야
할 것임.
- 지방분권화로인해 중앙정부 통제력이 약한 측면이 있음.
- 과거 공산주의 잔해로 기업농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남아있음.
- 인프라(수로, 전기, 도로망)가 매우 부족함. 특히 도로가 매우 열악한

데 남부의 경우 남아공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식자재가 많지만 중부 및
북부의 경우 식량문제가 시급한 실정임. 남아공의 경우 교통이 매우
좋으며 사계절 과일이 계속 수확되기 때문에 모잠비크와는 경쟁이 안
됨. 모잠비크는 전반적으로 강우량이 적으며 벼농사의 경우 말라리아
로 인해 어려움이 많음.

○ 현지연수 및 현지워크숍 등 KAPEX 프로그램의 추후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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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Action Plan

○ 르완다 초청연수
Meat Sector Development in Rwanda
1.

Background

Agriculture contributes 32-34 % of GDP, employs more than 90 percent of
the rural population, and provides 80 percent of the export earnings of
Rwanda. The livestock industry contributes 10percent of the GDP (NISR,
2015). A various estimates have been made for the consumption of milk
and meat in Rwanda. All the reported values indicate that the per capita
milk and meat are below consumption thresholds of 220 liters and 50 kg
of meat that FAO/WHO recommends.The deficit can be accounted for by
inadequate production and post-harvest losses along the production to consumption continuum.
Rwanda is landlocked country and one of the least endowed countries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But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Rwanda are
determined to live up to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on poverty reduction; food and nutrition security; environment protection and gender balanced development. Based on an annual agriculture sector growth of 7-8%
the country has revised the per capita income target from US$ 960- US$
1200 so as to reduce extreme poverty to 25%; while increasing life expectancy to 65 years; and reducing malnutrition to 18% by 2020 (Vision 2020).
A series of reviewsindicate that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Rwanda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to realization of MDG objectives through strategic
investments in agriculture. The critical gaps remain in the protein and lipid
nutrition which are below the WHO recommendation (World Bank, 2011).
Competition for land between arable and livestock agriculture remains a
critical constraints to address in order to realize the objectives of vision
2020. The GoR has identified investment in two areas as the most viable
op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1) intensification and development of sustainable production systems and 2) professionaliz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producers along the commodity value chains through strategic public-private sector partnerships. In the Eastern Province the most strategic
value chains for intensification and professionalization are the meat and
milk value chains. Compared to meat, the dairy sector development ha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from GoR, development partner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private sector. The meat sector has lagged behind in this
context, and therefore forms the basis for the investment plan here propose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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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blem Statement

A sustainable meat value chain premises on an innovation system that provides the:
a)

Technology for production and processing;

b)

The market for the primary (slaughter cattle) and secondary ( hides and
skins) products

c)

The entrepreneurship for profitable investments in the technology and
market development

d)

The governance and policies that moderate transactions between producers, processor and consumers

Analysis of FAO statistics (FAOSTAT) suggest that background meat consumption in Rwanda has been increasing by more than 2000 metric tons per
annum (Figure 1). The challenge is to produce quality meat for quality markets; which starts with the right animal; fed correctly to read slaughter
weights at the right time; and handled in the right manner to ensure quality
meat and public health.

Figure 1: Meat consumption trends in Rwanda (2002-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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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chnology options for the production of quality meat include: the animal breed, the feed resource base; animal health management, identification
and traceability, quality and safety improvement, accreditation process,
processing technologies and distribution management model. The dominant
cattle genotype in Rwanda is the Ankole Longhorn cattle and their crosses
with dairy lines. The Ankole cattle has not been bred specifically for meat
production in Africa, although there is tacit indication that the potential
exits. Nevertheless it is the most viable option for investment at this stage
of animal genetic improvement in Rwanda.

Inadequate animal genetic resource base for meat production notwithstanding, the biggest challenge to livestock production (includingmeat) i feeds
and feeding technology. Rwanda does not have sufficient land to sustain
animals under traditional pastoral systems. However, the country produces
high amounts of straws and agro-industrial by-products that can be turned
into cattle feed. The rational option is to adopt straw based feedlots which
has been validated at Nyagatare and used extensively elsewhere, especially
in Asia.Conventional hays and silages are alternative land use that could
support meat feedlots.

3.

Investment plan in meat value chain development
Objective of the investment is to establish a market oriented meat value
chain in Rwanda.
Specific objectives are:
§ To develop an 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 To establish livestock registration and traceability from farm to table(pilot project)
§ To establish a sustainable livestock breeding program;
§ To develop effective and affordable health and feed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for livestock improvement in Rwanda. (feeds technology)
§ To develop modern meat production systems and establish processing facilities for quality and assurance of meatproduction and
marketing.
§ To establish and regulate partnership arrangement between different
actors in the complete meat value chai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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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output

The conception framework of the meatvalue chain is shown in Figure 4.

Figure 4: Conceptual framework of the expect output of the meat value
chain
It consists of feedlots which will receive yearlings from farmers, mini-ranches; and cattle markets. The feedlots will fatten the animals until the right
weight for age. The feedlots will supply the abattoir which will supply
wholesalers, retail outlets; supermarkets; and hotels

OUTCOME

Action plan for Rwanda KAPEX program 2015
ACTIVITIES
Timeframe
Year
1

Increase
productivity, safety
and quality of meat
industry in Rwanda

Identification of pilot farms; pilot x
slaughter houses and butcheries for
modern livestock identification based
on Korean model;
Initiate computerised system for reg- x
istration and traceability with reference to Korean Model

Year
2

x

Year
3

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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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of cattle , Multiple ovulation and embryo transfer with collaboration with KOREA experts,
Selection and evaluation
Developing feedlots, promote the x
utilisation of crop residues , agro industry products; Hay and silage making , forage and fodder multiplication
and pasture
Develop capacityin genotyping and se- x
rotyping of transboundary animal diseases pathogens; Train and equip of
animal community health workers;
train and equip meat inspector technicians

x

x

x

x

Establish and maintain a model pig x
slaughter house, processing and packaging unit; establish and maintain a
model beef value chain ; Equip the
slaughtering , cutting, processing ,
equipments, distributionand transportation; establish and equip a modern butcheries

x

x

Develop meat grading system in x
Rwanda with KOREA expert collaboration
Establish and develop the capacity of
HACCP team in collaboration with
KOREA KAPEX;

x

x

x

x

Establish cooperative and associations x
for livestock value chain

x

x

Training of livestock value chain ac- x
tors
Develop and review of livestock laws x
and regulations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SOPs)

x
x

x

Trainings on livestock registration, x
classification, performance test and
traceability
with collaboration of
KOREAN experts

x

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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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mbryo Transfer technology in
Rwanda in collaboration with KOREA
experts
Develop capacity on meat grading x
system in Rwanda with KOREA expert
collaboration
Establish and develop the institution x
and capacity of HACCP accreditation
team in collaboration with KOREA;
Develop capacity in genotyping and x
serotyping of transboundary animal
diseases pathogens (FMD, LSD, PPR,
RVF, CBPP, brucellosis
Capacity on molecular work for evaluating the meat quality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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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5 KAPEX사업 초청연수 자체 평가 결과

2015 KAPEX사업
KAPEX사업 초청연수
자체 평가 결과

2015.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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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K APEX

초청연수 개요

□ 연수 목적
○
사업의 대상국가별 사업주제 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농정성과
KAPEX

*

교육, 현장학습,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등을 통해 개도국 공무

원들의 정책개발역량의 실질적 제고와 네트워킹 강화

* 2015년 KAPEX 대상국가별 사업 주제
- 르완다: 르완다의 가축사육 및 관리방안
- 파라과이: 소규모 농가 농업기술보급 시스템 강화
- 필리핀: 농지정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농업 기계화 추진 방안

□ 연수 기간
○

2015. 6. 21 ~ 6. 28 (

·

총 8일, 국내 입 출국일 기준)

□ 주요 현장방문기관 및 강의 주제
○ 필리핀
-

현장방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 이천지사, 수원시 농업기술실용화재
단, 대구광역시 대동공업, 천안시 농기계협동조합

-

강의: 한국의 농지제도, 농지은행, 농업기계화

-

현장방문: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 파라과이

,

서울대 평창캠퍼스, 서울대 실험목

장, 양재 하나로 마트
-

강의: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체계,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농업기술연
구 협력 사례, 농장 자동화 기술, 한국의 농업기술 보급 및 영

○ 르완다
-

농지도자 교육

현장방문: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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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참프레
공장
-

강의: 한국 낙농과 육우산업, 한국 축산업의 현황과 전망(한우, 가금류
중심으로), 한국 축산업 발전에 따른 가축개량 변화 과정, 한국
축산업 유통구조와 개선방안

2.

평가지표 및 방법

평가 평가 성과지표 목표 목표치
측정방법
항목 기준
치 산출근거
사업
(1-5점) 연수자 - 사업주제 연관성을
주제와의
4점 대상 연수 평가 측정하는 항목 구성
적합성
평균 응답률 - 평균 5점 만점
(1-5점) 자격 -(자격 조건 부합하는
연수 적절 연수 대상자 4점 조건 부합하는 연수자수)/(전체
의 성 선정
연수자
연수자수) X 5
구성
비율(80%)
-평균 5점 만점
(1-5점) 연수자 - 연수 기간에 대한 만족도를
연수 기간 4점 대상 연수 평가 측정하는 항목 구성
평균 응답률 - 평균 5점 만점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
연수 효율 수행체제의
계획 대비 예산 -- 100~81%:5점
의 성 효율성(비용) 4점 집행률 기준 - 80~61~%:4점
60~41%:3점
이행
점수 부여
- 40~21%:2점
- 20%이하:1점
계획된
(목표달성도) 36명 연수참여자 수의 40명 X 0.9(90%)
연수자 수*
90%
연수 효과
의 성
성과

자료수
집방법
참가자
설문조사
연수
지원서
연수종료
직후
참가자
설문조사
정산
자료
연수참가
자 명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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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력
지속
가능
성
3.

(1-5점) 연수자
연수결과
4점
대상 연수 평가
현업 활용도*
평균 응답률
연수 주제
관련 대상국
국가
내 강의 및 5건 사업완료
당 1건
관련 워크숍
확산

- 연수의 강의내용,
강의자료 등을 활용한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 구성
- 평균 5점 만점
- 초청연수 강의내용 및
자료를 활용한 강의 진행
및 연수 주제와 관련된
워크숍 개최 건 수

연수종료
1년 후
설문조사
연수종료
1년 후
설문조사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3.1.

연수 구성의 적절성

○ 연구 구성의 적절성을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

이를 위한 평가지

표로는 ‘사업 주제와의 적합성’, ‘연수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연수 기
간의 적절성’임.
가. 사업 주제와의 적합성

○ 초청연수 만족도 조사 중 다음의

개 항목을 통해 초청연수가 사업의

2

주제와 적합하였는지를 평가하였음.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순
번

문 항

르완다 파라과이 필리핀 평균

연수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해당
4.8
1 국가의 사회, 경제, 기술적 수요에
부합하였다.
visit)은 관련 분야의 4.4
2 현장견학(study
선진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4.6

4.6

4.7

4.6

4.6

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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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 각 항목 및 전체평균이 목표치인 4점을 모두 넘겨 성과지표를
만족함.
-

연수 프로그램의 강의 및 현장방문 내용이 연수생들의 수요와 맞아 높
은 관심도와 집중도를 이끌어냈으며 활발한 의사소통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음.

-

다만 르완다의 경우 당국에 의해 구제역 발생국가로 지정된 바, 축산
업 관련 기관의 방문에 제약이 있었음.

나. 연수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 연수생 선발조건에 부합하는 연수생의 비율을 통해 연수 대상자 선정
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하였음. 초청 대상국가에 요청한 연수생 선발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국가명

연수생 선발기준

- 국·과장급 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자
르완다 - 5년 이상 유관분야 업무경험
- 영어가능자
- 농축산부 기술보급과 및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파라과이 - 공동조사팀 우선 (파라과이 농업기술연구원, IPTA)
- 영어가능자 우선
-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필리핀 - 공동조사팀 우선
(PhilRICE, BSWM, PhilMech)
○ 르완다 연수생 명중 명 파라과이 연수생 명중 명 필리핀 연수
5

생

10

명중

3

10

10

,

명이 해당 선발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이를 5점 만점 기

10

준으로 환산하면

7

-

,

4.3

점으로 목표치인 4점을 만족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명 또한 농림업 관련 유한회사 및 단체 소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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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연수생 선발기준은 전반적으로 준수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다. 연수 기간의 적절성

○ 연수 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연수생 만족도 조사
-

점, 파라과이는

는

3.2

3.8

점으로 목표치인 4점을 만족하지 못하였음.

4.3

점, 필리핀은

4.1

점 만점)에서, 르완다

(5

점으로 나타났음. 평균치는

초청연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연수생들이 짧은 연수기간동안 강
의, 현장학습 등의 일정을 소화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음.

3.2.

연수 이행의 효율성

○ 연수 이행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체제의 비용 효율성을 지표
로 선정하였으며, 당초 계획대비 예산집행률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르완다 연수 참가자 수 감소로 인해 당초 예산

원)의 약

(159,114,500

72%

인

원이 소요되었음. 예산 집행률 목표치

114,008,790

(80~61%)

를

달성하였음.
-

예산 세부 활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비목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비정규직인건비
회의비
계

예산 금액(A)
116,126,500
27,163,000
1,155,000
14,670,000
159,114,500

단위: 원(￦)
실제 지출액(B)

78,672,750
24,403,610
1,256,430
9,676,000
114,008,790

7 (자격조건 부합하는 연수자/전체 연수자)×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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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수 성과의 효과성

○ 연수성과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계획 대비 실제 연수 참여자 수’,

‘

연수 만족도’를 평가하였음.

‘

가. 연수자 수

○ 연수자 수
-

성과지표 상 제시된
명), 장기연수생

-

명의 연수자 수는 초청연수

명이

9

11

명(3개국 각

파라과이

8

명으로 총

30

10

명을 포함한 인원수임.

이번 초청연수에 참가한 인원은 르완다 5명
10

-

10

40

,

명, 필리핀

10

명이며, 장기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초청인원

25

명중

10

월 중에 프로그램을 수료할 예정임.

9

따라서 총 연수 참가자 수는

34

명으로, 애초 목표했던

36

명을 충족하

지 못하였음.

나. 연수 만족도

○ 초청연수 참가자 설문조사의 총

개의 평가항목 중

16

개 항목이 연수

10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순
번

문 항

연수 프로그램의 강의, 토론, 실습,
1 현장견학에 있어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다.
세션은 방법론 및 결과 측면에서
2 토론
유용하였다.

르완다 파라과이 필리핀 평균
3.4

4.7

4.3

4.13

4.6

4.8

4.2

4.53

8 르완다의 경우 당초 선발한 10명의 인원 중, 5명이 기관 내부일정 및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9 장기연수의 경우 11월 말에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될 예정으로, 이후 별도 평가 예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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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문 항
번
프로그램의 수준은 대체로
3 연수
적정하였다.
4
5
6
7
8
9
10

르완다 파라과이 필리핀 평균
3.8
4.8
4.5 4.37

연수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프로그램 관리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통역은
강의, 토론 및 현장 견학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강의시설은 편리하였다.
숙박시설은 편안하고 안락했다.
제공된 음식은 만족스러웠다.
연수 목표들이 충족되었다.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수준과
기술이 향상되었다.
평 균

○ 평가 결과

,

4.8

5.0

4.7

4.83

4.4

4.9

4.8

4.7

5
4.2
4.6
4.6
4.6

5.0
5.0
4.2
4.8
4.8

4.9
4.9
4.5
4.4
4.5

4.97
4.7
4.43
4.6
4.63

4.4

4.8

4.57

4.59

각 항목 및 전체평균이 목표치인 4점을 모두 넘겨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파악됨.

3.4.

연수의 성과의 영향력

○ 연수 성과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

연수결과 현업 활용도’를 지표로

활용하였음.
-

이 성과지표는 연수종료 1년 후 연수생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평가시점이 되지 않았으므로 연수종료 직전에 실시한
만족도조사 항목 중 관련된 항목을 통해 평가하였음.

-

초청연수 만족도 조사의 총

개의 평가항목 중 1개 항목이 연수결과

16

현업 활용도에 관련된 항목이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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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문 항
르완다 파라과이 필리핀 평균
번
경험은 나의 직무 수행과
1 연수
공동체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이다. 4.8 4.8 4.8 4.8
3.5.

연수의 성과

-

지속가능성

○ 연수성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

연수 주제관련 대상국내 강

의 및 워크숍 확산’을 지표로 설정하였음. 이를 측정하기 위해 연수 종
료 1년 후에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할 예정임.

○

KAPEX

사업 대상국의 현지연수 시 초청연수생들이 연수 주제와 관련

한 강의를 실시하였음.
-

또한

KAPEX

사후관리 사업(Post-KAPEX)의 일환으로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 현지 워크숍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연수성과의 지속가능
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됨.

3.6.

평가결과 종합

○ 연수 구성의 적절성

,

연수 이행의 효율성, 연수 성과의 효과성, 연수성

과의 영향력, 연수 성과의 지속가능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초청연수 평
가결과 ‘연수 기간의 적절성’과 계획대비 실제 ‘연수생 참가자 수’의 평
가지표에서 목표달성에 미흡하였음.

○ 향후 초청연수 대상국의 초청연수에 대한 수요 강의주제
(

,

현장방문지,

초청연수 일정 등)를 파악하여 초청연수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제고
할 예정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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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평가
기준

성과지표

목표
목표치 평가결과 달성
여부

사업 주제에의 부합성
4점
연수의 적절성 연수 대상자 선정
4점
구성
연수 기간
4점
연수의 효율성 수행체제의 효율성(비용)
4점
이행
(목표달성 정도)연수자 수*
36명
효과성
(목표달성 정도)만족도 평가* 4점
연수의
4점
성과 영향력 연수결과 현업 활용도*
지속 연수 주제 관련 대상국 내 강 5건
가능성 의 및 관련 워크숍 확산

4.6점
4.3점
3.8점

미흡

4점

달성

34명
4.59점
-

달성
달성

미흡

달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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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초청연수 만족도 평가 전체결과

[

순
번
1
2
3

르완 파라과 필리
다 이 핀
Course Information(연수 사전정보 책자)은
5
4.6 4.6
연수를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5
4.5 4.5
연수 목표는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연수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해당 국가의 사회, 4.8 4.6 4.6
경제, 기술적 수요에 부합하였다.
문 항

프로그램의 강의, 토론, 실습, 현장견학에
4 연수
있어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다.
세션은 방법론 및 결과 측면에서
5 토론
유용하였다.

현장견학(study visit)은 관련 분야의 선진
지식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연수 프로그램의 수준은 대체로 적정하였다.
연수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프로그램
관리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연수 기간은 적절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통역은 강의, 토론 및
현장 견학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강의시설은 편리하였다.
숙박시설은 편안하고 안락했다.
제공된 음식은 만족스러웠다.
연수 목표들이 충족되었다.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 수준과 기술이
향상되었다.
경험은 나의 직무 수행과 공동체에
16 연수
유용하게 적용될 것이다.
6
7
8
9
10
11
12
13
14
15

3.4

4.7

4.3

4.6

4.8

4.2

4.4
3.8
4.8
3.2
4.4
5
4.2
4.6
4.6
4.6

4.6
4.8
5.0
4.3
4.9
5.0
5.0
4.2
4.8
4.8

4.6
4.5
4.7
4.1
4.8
4.9
4.9
4.5
4.4
4.5

4.8

4.8

4.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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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초청연수 강의평가 전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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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초청연수 Lecture 1 만족도 조사결과
르완다: 한국 낙농과 육우산업
파라과이: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체계
필리핀: 농지제도
르완 파라과
순번 문 항
다
이
1 강의는 연수 목표와 연관성이 있었다. 4.63 4.77
구성은 현재 내 나라의 처지와 4.25 4.69
2 강의의
연관성이 있었다.
구성은 나의 직업 수행에 잘
3 강의의
4.63 4.77
적용될 것이다.
4 강의는 지식적 가치가 있었다.
4.5 4.92
5 교재는 유용하였다.
4.5 5
참여와 상호 의견교환이 잘
6 수업
4.62 4.77
이루어졌다.
7 강의에 충분한 시간이 할당되었다.
4.5 4.77
8 질의 응답에 충분한 시간이 할당되었다. 4.38 4.61
9 통역사의 통역 능력은 만족스러웠다.
4.5 4.92
표 2. 초청연수 Lecture 2 만족도 조사결과
르완다: 한국 축산업의 현황과 전망 – 한우를 중심으로
파라과이: 농장 자동화 기술
필리핀: 농지은행
르완 파라
순번 문 항
다
과이

필리
핀
4.58
4.5
4
4.58
4.33
4.25
4.5
4.41
4.83

필리
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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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3
4
5
6
7
8
9

문 항
강의의 구성은 나의 직업 수행에 잘
적용될 것이다.
강의는 지식적 가치가 있었다.
교재는 유용하였다.
수업 참여와 상호 의견교환이 잘
이루어졌다.
강의에 충분한 시간이 할당되었다.
질의 응답에 충분한 시간이 할당되었다.
통역사의 통역 능력은 만족스러웠다.

르완
다
4.38
4.88
4.75
4.75
4.75
4.63
4.5

파라
과이
4.46
5
4.92
4.61
4.61
4.46
4.76

표 3. 초청연수 Lecture 3 만족도 조사결과
르완다: 한국 축산업의 현황과 전망 – 가금류를 중심으로
파라과이: 한국의 농업기술 보급
필리핀: 영농기계화
르완 파라
순번 문 항
다
과이
1 강의는 연수 목표와 연관성이 있었다. 4.63 4.84
구성은 현재 내 나라의 처지와 4.5 4.77
2 강의의
연관성이 있었다.
구성은 나의 직업 수행에 잘
3 강의의
4.63 4.77
적용될 것이다.
4 강의는 지식적 가치가 있었다.
4.13 4.92
5 교재는 유용하였다.
4.5 4.84
참여와 상호 의견교환이 잘
6 수업
4.63 4.54
이루어졌다.
7 강의에 충분한 시간이 할당되었다.
4.38 4.54

필리
핀
4.25
5
4.67
4.5
4.5
4.33
4.91

필리
핀
4.91
4.91
4.83
4.91
4.75
4.7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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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초청연수 Lecture 4 만족도 조사결과
르완다: 한국 축산업 발전에 따른 가축개량 변화 과정
순번 문 항
1 강의는 연수 목표와 연관성이 있었다.
2 강의의 구성은 현재 내 나라의 처지와 연관성이 있었다.
3 강의의 구성은 나의 직업 수행에 잘 적용될 것이다.
4 강의는 지식적 가치가 있었다.
5 교재는 유용하였다.
6 수업 참여와 상호 의견교환이 잘 이루어졌다.
7 강의에 충분한 시간이 할당되었다.
8 질의 응답에 충분한 시간이 할당되었다.
9 통역사의 통역 능력은 만족스러웠다.

르완
다
4.88
4.38
4.63
4.13
4.88
4.5
4.63
4.38
4.38

표 5. 초청연수 Lecture 5 만족도 조사결과
르완다: 한국 축산업 유통구조와 개선 방안
순번 문 항
1 강의는 연수 목표와 연관성이 있었다.
2 강의의 구성은 현재 내 나라의 처지와 연관성이 있었다.
3 강의의 구성은 나의 직업 수행에 잘 적용될 것이다.
4 강의는 지식적 가치가 있었다.
5 교재는 유용하였다.
6 수업 참여와 상호 의견교환이 잘 이루어졌다.
7 강의에 충분한 시간이 할당되었다.

르완
다
4.75
4.38
4.75
4.63
4.75
4.63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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