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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보고서는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농림축산
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단

순히 우리나라의 정책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 대상국의 전문가가 함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

색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사업의 결과물을 향후 개발협력을 위한 사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대상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에 캄보디아, 라오스, 에티오피아를 대상으로 한 뒤 2014년에는
베트남, 우간다, 2015년에는 르완다, 미얀마, 파라과이, 필리핀, 2016년에
는 모잠비크, 몽골, 인도네시아, 2017년에는 네팔, 우즈베키스탄, 콜롬비
아, 올 해에는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를 대상국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질서가 만들어졌으
며, 식량안보와 농촌개발은 여전히 핵심적인 협력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이 사업이 개도국의 현안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 제시하는데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움을

KAPEX 사업 대상국 정부 및 우리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주신

2018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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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1. 필요성

◦ 우리 정부는 2009년 7월 라퀼라 선언1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
량안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
로 식량안보와 관련된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투자부진과 곡물가격 급등

(2008년)으로 식량안보에 취약한 국가들의 빈곤 퇴치에 기여하고자 함.
- 특히,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 빈곤 퇴치를 위하여 식량안보에 대한 포
괄적 접근과 국제적 공조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등 국제적 공감대 형
성 및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자 함.

◦ 국제적으로 식량안보의 의제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생산성 향상, 농촌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농업·농촌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포

1 '09.7월 G8 정상회의에 참석한 27개 국가 및 15개 국제기구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해 3년간 2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선언으로, 정식 명칭은 ‘식량안보에 대한 라퀼
라 합동 선언(AFSI)'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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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전반의 성장 촉진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
하고 있음.

-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으로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 식량안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은 농업 생산성 증대 및 관리시설강
화 등 농업 전 부문에 대한 가치사슬(value chain)적 접근을 포함하여
환경, 자원(물적·인적자원),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지원으로 해석되
어야 함.

본 사업의 식량안보를 위한 라퀼라 공동선언 연계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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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으로 효과적인 식량안보 전략을 설계하고 이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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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최근까지 대부분의 저개발국은 농업과 식량안보에 대한 투자가 미흡
하고 그로 인한 영향과 경기침체가 빈곤을 심화시켜 경제성장을 저해

3

하고 있음. 따라서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국가, 지
역, 세계 차원에서 공조 노력이 요구됨.

- 1970년대에 국제미작연구소(IRRI)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식량자급을
달성한 한국의 경우를 볼 때, 식량안보는 국가차원의 투자의지와 정
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식량안보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협력대
상국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를 통한 역량강화가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국제 공조강화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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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새천년개발목표(MDGs)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에서도 식량안보 및 농업·농촌개발을 통한 빈곤퇴치는 최우선
과제임.
- SDGs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는 빈곤퇴치와 기아해소이며, 저개발
국 빈곤인구의 4분의 3은 농촌에 거주, 농업 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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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개발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우리의 농정경험과 기술 등 성과를 집
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직접적인 물자지원 이외에도 정책담당자 스스로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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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전문가 파견, 조사연구, 연수 등을 통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TC)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
* 1980년대까지 선진국 우수사례에 대한 단기연수 위주에서 ’96년
OECD “지식기반경제” 보고서를 통해 개발경험과 기술, 지식 등의
지원이 직접적인 물자지원에 의한 원조보다 중요도가 높아짐.
- 따라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농정 경험
을 축적,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효과적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활용할 필요

1.2.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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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위주의 일회성 교육과 일방적인 경험전수를 지양하며, 특정 세부분야
에 전문성 있는 양국간 공동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고 ‘쌍방향 연구교류
및 정보공유’를 통해 개도국의 식량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
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농업부문 협력대상국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를 통한 공조 강화 및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식량안보, 빈곤탈피를 위하여 개도국 스스로 농정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의 강화를 지원

- 저개발국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나라의 농림업 분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협력 사업의 조사 및 발굴

1.3. 사업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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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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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 내용 및 구성
2.1.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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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협력대상국은 자국의 농업 농촌부문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발협력분야의 주제를 후보로 제시하여 협의. 주제선정을
위한 협력대상국의 경제 및 농업 현황과 문제점, 정책과제에 대한 자
료수집과 기초연구를 수행

- 우리측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주제(‘한국형 ODA 모델’에
서의 농림업 협력 프로그램, 국가협력전략 등)를 제시하여 협의
- 우리나라의 농정 경험과 대상국 농림업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대상국으로의 성과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6

주제로 선정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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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개발협력 프로그램 운영시 현장파견 한국 전문가와 국제기구 전
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객관성 및 내실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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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을 통해 유관기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함.

- 국제농업개발협력 정보시스템 및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등을 추진하
여 국제농업협력의 질적 발전에 기여

2.2. 세부 사업 구성

◦ 발전 잠재역량 공동연구/조사

- 협력대상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협력분야 혹은 주제의 현황, 문
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공동연구/조사 수행
- 관련기관으로부터의 개발수요에 대한 파악
- 핵심 분야에 대한 기초통계 수집과 필요시 이해관계자 인터뷰, 우리
측 전문가 파견 및 현지 공동조사를 통한 연구수행

◦ 농정 성과확산 연수

- 해당분야 정책담당자, 전문가 대상
- 정책수립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 분야별 우리나라 농정성과 교육,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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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견학 및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및 공유 등으로 구성

- 국내연수로 나누어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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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연수 프로그램)
-

대상국 농업, 농촌 개발 분야 공무원의 정책수립 역량제고

해당국 개별 실무담당 공무원 3인을 대상으로 장기연수 진행

(1개월)

한국의 농업, 농촌 정책 및 발전 사례와 관련된 강의, 현장학습 실시
연수생의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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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1. 국가별 사업
1.1. 라오스
1.1.1. 사업 주제

◦ 농업협동조합 정책개선을 통한 시장접근성 강화
1.1.2. 정책협의

□ 주요내용
1) 목적

ㅇ 농정성과 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국 협력부처 관계자와의

정책 협의를 통한 사업 설명 및 향후 추진 방식, 일정, 추진단 구성 등
논의

ㅇ 세부분야 선정을 위한 수요 파악을 통해 공동조사, 국내 초청연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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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워크숍 개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등의 방식 및 일정 논의

ㅇ 라오스 담당자들의 면담을 통한 프로그램 정책협의서 수정 보완 및 서명
을 통한 계약 체결

2) 기간 : 2018. 2. 12~13
3) 대상기관 : 라오스 농림부 농업협동조합국
4) 세부 내용 및 일정
KAPEX 주제 관련 논의 진행
- 2013년 KAPEX 사업을 추진한 이후 라오스 농림부 농업협동조합국
은 KAPEX 사업 주제였던 농업협동조합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
아졌으며, 사업 결과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을 발전시켰음. 그러나 더

○

발전된 형태의 농업협동조합의 모델을 개발하는데 따르는 전문성 등
의 한계로 더 이상의 진전을 이어가지 못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필요
로 하고 있음.

- 라오스는 2018년 KAPEX 사업으로 “농업협동조합 정책개선을 통한
시장접근성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라오스 정부가 설정
한 농업개발 전략인 “시장지향적 농업으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함.
- 특히, KAPEX 사업 공동조사를 통해 현재 라오스 농업협동조합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
출하고 ODA 사업을 기획하고자 함.
수정된 주제에 맞도록 ROD 내용 수정 및 ROD 체결

○
○ KAPEX 사업 범위 및 일정 협의

- (공동연구) 3월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위탁연구계약과
관련한 행정 업무를 미리 준비기로 합의, 국내 전문가의 현지 조사
는 4월에 추진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일정을 변경하기로 합의
- (초청연수) 연수 참가인원, 추진일정, 추진방법 등과 관련하여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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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합의, 세부 프로그램 수립 후 양국이
공유

- (중기 연수) KAPEX Academy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의 이력
서와 신청서를 4월 마지막 주까지 송부
1.1.3. 공동조사

□ 주요내용

1) 주제: 농업협동조합 정책개선을 통한 시장접근성 강화
2) 기간 : 2018. 5. 1 ~ 11. 30
3) 1차 공동조사 : 2018. 4. 3~ 12
2018년 KAPEX 대상국인 라오스와의 공동조사 추진을 위한 1차 현

○

지조사

- 라오스 농업부 농업협동조합국과의 연구 내용 및 활용방안 논의
- 향후 연구 추진을 위한 한국 전문가와 라오스 공동조사단 간 협의
회 실시

- 공동연구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3개의 후보지역 방문 및 유관기
관 면담 실시

○ 라오스 농림부, 지역정부, 유관기관 등과의 KAPEX 공동조사 착수
보고 관련 현지워크숍 실시

4) 2차 공동조사 : 2018. 6. 24 ~ 27
2018년 KAPEX 대상국인 라오스와의 공동조사 추진을 위한 2차 현

○

지조사

- 라오스 농업부 농업협동조합국과의 연구 내용 및 활용방안 논의
- 향후 연구 추진을 위한 한국 전문가와 라오스 공동조사단 간 협의
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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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 사업대상지 재선정 및 세부조사를 위한 대상지 후보지역
방문 및 유관기관 면담 실시

5) 3차 공동조사 : 2018. 7. 30 ~ 8. 3
2018년 KAPEX 대상국인 라오스와의 공동조사 추진을 위한 3차 현

○

지조사

- 라오스 농업부 농업협동조합국과의 연구 내용 및 활용방안 논의
- 향후 연구 추진을 위한 한국 전문가와 라오스 공동조사단 간 협의회
실시

- 공동연구 사업대상지 세부조사를 위한 대상지 방문 및 유관기관 면담
실시

5) 4차 공동조사 : 2018. 10. 10 ~ 12
2018년 KAPEX 대상국인 라오스와의 공동조사 추진을 위한 4차 현

○

지조사

- 라오스 농업부 농업협동조합국과의 연구 성과 공유 및 활용방안 논의
- 향후 ODA 사업기획서 작성을 위한 한국 전문가와 라오스 공동조사
단 간 협의회 실시

○ 라오스 농림부, 지역정부, 유관기관 등과의 KAPEX 공동조사 최종보
고 관련 현지워크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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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초청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한국의 농업협동조합 관련 농정경험을 바탕으로 라오스 농림부 공무
원의 역량 강화

○ 국내 전문가 강의, 현장견학 및 유관기관과의 정책협의를 통하여 라
오스 농업협동조합 개선 방안을 마련

·

2) 일시 : 2018. 5. 13 ~ 5. 19 (총 7일, 국내 입 출국일 기준)
3) 방문기관
○ MG 새마을금고 중앙회, 나주 마한농협, 나주 남평농협, 충주쌀농협, 도
드람 양동조합

4) 참석자
성 명

소속기관

직위

1

Khamphoukeo, Kahm Ouane

라오스 농림부 농업협동조합국

부국장

2

Rasabandith, Sengpaseuth

라오스 농림부 농업협동조합국

과장

3

Choulamany, Xaypladeth

라오스 농림부 예산국

부국장

4

Sysanone, Somesay

라오스 농림부 기획국

부국장

5

Nouanthasing, Lasay

라오스 농림부 비엔티안 주 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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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정
날 짜

세부일정

6월 18일(일)

인천공항 입국(13:55)

6월 19일(월)

입교식 / 오리엔테이션 /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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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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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화)

강의 및 현장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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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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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1일(수)

현장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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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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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2일(목)

현장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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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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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3일(금)

Action Plan 수립 및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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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Plan 발표
수료식 및 기념촬영
환송오찬
연수 종합평가
대표그룹 인터뷰

6월 24일(토)

출국(14:55)

비고

코리아나 호텔

강의

경기도 농업기술원

안성 농장 및 농업기
술센터

가락시장 및 하나로마
트

코리아나 호텔

1.1.6. 현지워크숍

□ 워크숍 개요
1) 목적

○ ‘농업협동조합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의 농촌 경제 발전 경험 공유를 통
해 라오스 공무원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정책개발역량
을 강화

○ 라오스의

농업협동조합 정책 현황 및 정책 추진 시 애로사항 공유를

통해 향후 라오스의 정책 방향 논의

2) 기간 : 2018. 4. 11
3) 주요 논의 내용:

○ 한국의 농업협동조합 정책 경험

- 한국 농업협동조합(농협)의 소개
- 농업협동조합 도입 과정
- 라오스 농업협동조합 도입을 위한 시사점

○ 라오스의 농업협동조합 정책
○ 라오스 1차 현지조사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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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몽골
1.2.1. 사업주제

◦ 축산 부문 가치사슬 체계 개선을 통한 농업 역량 강화
1.2.2. 정책협의

□ 주요내용
1) 목적

◦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국 협력부처 관

계자와의 정책 협의를 통한 사업 설명 및 향후 추진 방식, 일정, 추진단
구성 등 논의

◦ 세부분야 선정을 위한 수요 파악을 통해 공동조사, 국내 초청연수, 현지
연수, 정책협의 워크숍 개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등의 방식 및 일정
논의

2) 기간 : 2018. 2. 20 ~ 21
3) 대상기관 : 몽골 식량농업부(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4) 세부 내용
공동조사, 국내 초청연수, 정책협의 워크숍 개최, 개발협력 콘텐츠 개

○

발 등의 방식 및 일정 논의

- KAPEX 추진 방식, 추진단 구성, 세부 사업별 일정 등 논의
- 세부분야 선정을 위한 수요 파악, 공동조사, 국내 초청연수 및 중기
연수, 워크숍 개최, 개발협력 사업 콘텐츠 개발 등의 추진 방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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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논의

- 세부분야 선정에 따른 공동조사 연구진 구성, 초청연수, 중기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 수립 및 방식과 일정 협의

○

- 협의의사록(Records of Discussion) 서명 및 kick-off 회의 개최
국제개발협력 주관 부처, 대사관 등의 유관기관 등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1.2.3. 공동조사

□ 주요내용
1) 주제: 축산 부문 가치사슬 체계 개선을 통한 농업 역량 강화
2) 기간 : 2018. 5. 1 ~ 11. 30
3) 1차 공동조사 : 2018. 4. 3 ~ 12
2018년 KAPEX 대상국인 몽골과의 공동조사 추진을 위한 1차 현지

○

조사

- 몽골 농업부 할흐골 농업개발사업추진단과 연구 내용 및 활용방안
논의

- 향후 연구 추진을 위한 한국 전문가와 몽골 공동조사단 간 협의회
실시

- 공동연구 사업대상지 현지 조사를 위한 할흐골 지역 방문 및 유관
기관 면담 실시

○ 몽골 농업부, 지역정부, 유관기관 등과의 KAPEX 공동조사 착수보고
관련 현지워크숍 실시

4) 2차 공동조사 : 2016. 6. 20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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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KAPEX 대상국인 몽골과의 공동연구 중간 검토회의

- 몽골 농업부 할흐골 농업개발사업추진단 및 몽골측 공동연구진과의
연구 진행상황 검토

- 향후 연구추진 일정 및 방향(설문조사 일정 및 조사내용 등) 논의
공동연구 2차 현지조사 실시
- 공동연구 사업대상지인 도르노드(Dornod) 주 초이발산(Choibalsan)
현지를 방문하여 축산물 가치사슬(생산, 가공 및 유통, 검역)관련

○

현황조사 실시

5) 3차 공동조사 : 2018. 9. 30 ~ 10. 7
2018 KAPEX 몽골 공동연구 추진현황 검토
- 사업대상지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할흐골 농업개발사업추진단 및

○

몽골측 공동연구진과의 연구 진행상황 검토

- 사업 향후 공동연구 추가 및 보완내용 등 연구 추진방향 논의

1.2.4. 초청연수

1) 목적

○ 한국의 축산업 관련 농정경험을 바탕으로 몽골 농림부 공무원의 역량
강화

○ 국내 전문가 강의, 현장견학 및 유관기관과의 정책협의를 통하여 몽
골 축산분야 가치사슬 개선 방안을 마련

·

2) 기간 : 218. 5. 13 ~ 5. 19 (총 7일, 국내 입 출국일 기준
3) 방문기관

○ 건국대학교, 축산환경관리원, 홍성사료, 축산물 품질평가원, 주안 참프레,
전북한우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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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석자
성명
Orgil Baasankhuu
Enkhbaatar Maidarjav
Erdenechimeg Chimed-Ochir
Uyanga Ganbaata
Altantungalag Bukhchuluun

1
2
3
4
5

소속기관
할흐골사업단
할흐골사업단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
할흐골사업단
할흐골사업단

직위
단장
과장
과장
직원
직원

1.2.5. 현지워크숍

□ 워크숍 개요
1) 목적

○ 몽골 현지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한국 농촌 개발 및 가축사육/관리 분
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실무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역량을 강화

- 몽골 농축산업, 특히 농축산물의 수출 증진 관련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

2) 기간 : 2018. 4. 11
3) 주요 논의 내용:

○ 수출을 고려한 축산의 Value Chain
-

Fodder farm 입지 조건
비육장(Feedlot) 입지 조건
검역시설 입지 조건

수출도축장, 축산물 가공장 입지 조건
수출의 전제 조건

○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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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캄보디아
1.3.1. 사업주제

◦ 채소단지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1.3.2. 정책협의

□ 주요내용
1) 목적

○ 당해 연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국 협
력부처 관계자와 향후 추진 방식, 일정, 추진단 구성 등 논의

○ 공동조사, 국내 초청연수 및 중기연수, 정책협의 워크숍 개최 등 방식 및
일정 논의

2) 기간 : 2018. 2. 6 ~ 7
3) 대상기관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4) 세부 내용
2018 KAPEX 사업주제의 선정 배경 및 소개
- 기존에 캄보디아 측에서 제안하였던 주제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식품부의 사업과 유사하여 다른 사업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음.
- 2018년 KAPEX 사업주제로 채소단지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Consulting Project of Establishment of Demonstrative Vege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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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Complex in Cambodia)가 선정되었음.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베트남 채소 계약재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캄
보디아에서도

KAPEX 사업을 통해 유사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공동연구 주제에 대한 캄보디아 측 의견

- 캄보디아 측에서는 채소단지 구축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개별
농가 수준을 넘어 농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농산물 시장의 발전
을 달성하고자 함.

- 캄보디아 채소재배 시범단지 모델을 통해 한국의 채소재배 기술 등이
전수되길 희망함.

○ 사업 관련 향후 일정 논의

- 한국 측에서 공동연구 진행을 위한 사업계획서(inception report 및
project proposal) 양식을 공유할 예정임.
- 초청연수의 경우 4월 마지막 주, 중기연수의 경우 6월에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함.
- 캄보디아에서 개최될 1번째 워크숍은 5월 첫째 주에 개최하기로 잠정
적으로 협의하였으나, KREI에서 5월에 개최할 IFAD와의 워크숍 일
정에 따라 조율하기로 함. 또한 4월 13~16일의 경우 캄보디아 신년
휴일인 관계로, 관련 일정을 조율하기로 함.

1.3.3. 공동조사

1) 주제: 캄보디아 채소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2) 기간 : 2018. 5. 1 ~ 11. 30
3) 1차 공동조사 : 2018. 4. 26 ~ 5. 5
2018년 KAPEX 대상국인 캄보디아와의 공동조사 추진을 위한 1차

○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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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농업총국(GDA) 및 캄퐁참 국립농업학교와의
연구 내용 및 활용방안 논의

- 향후 연구 추진을 위한 한국 전문가와 캄보디아 공동조사단 간 협의
회 실시

- 공동연구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역 방문 및 유관기관 면담
실시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캄퐁참

국립농업학교,

유관기관

등과의

KAPEX 공동조사 착수보고를 위한 현지워크숍 실시

4) 2차 공동조사 : 2018. 7. 15 ~ 21

○ 2018년 KAPEX 대상국인 캄보디아와의 공동조사 추진을 위한 2차
현지조사
- 예비 사업대상지(몬둘끼리) 방문을 통한 농가, 지방 농림수산부
(Provincial Departmnet of Agriculture, PDAFF) 및 협동조합과의

면담 실시, 캄보디아 공동조사단 측의 대상지 내 설문조사 진행을
위한 자문 제공
- 추천 사업대상지(캄폿)2 방문을 통한 채소재배 현황 파악 및 사업발굴 가

능성 진단
- 바탐방(Battambang) 지역 내 푸포이(Pu Poy) 농산물 시장방문을 통한

캄보디아 채소유통 관련 정보 수집 및 도소매상과의 면담 실시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농업총국(General

Directorate

of

Agriculture, GDA) 및 캄퐁참 국립농업학교와의 향후 연구진행

방향 논의

4) 3차 공동조사 : 2018. 10. 29 ~ 11. 1

○ 2018년 KAPEX 대상국인 캄보디아와의 공동조사 추진을 위한 3차
현지조사

2 1차 현지조사 시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오낙영 대사의 추천 사업지(면담일자: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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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둘끼리 지역 채소부문 가치사슬 연구결과 공유를 위한 회의 개

최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농업총국(GDA) 및 캄퐁참 국립농업학교와

의 향후 연구진행 방향 논의

1.3.4. 초청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한국의 채소산업 가치사슬 관련 농정경험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농림
수산부 공무원 및 유관 연구기관 연구자의 역량 강화

○ 국내 전문가 강의, 우수 사례 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캄보디아 채소산
업 발전을 위한 관련 농업정책 전략 수립 및 채소재배 시범단지 구
축을 위한

ODA 사업 발굴에 기여

·

2) 일시 : 2018. 5. 27(토) ~ 6. 2(토) (총 7일, 국내 입 출국일 기준)
3) 방문기관

○

하나로마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
원,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농협 미래경영연구소 등

4) 참석자
1
2
3
4
5
6

성명
Sar Chetra
Prak Cheattho
Sorn Vichet
Heng Samedi
Hak Chhunneang
Tith Bunchhoeun

소속기관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농업총국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농업총국 행정,회계,계획,국제협력부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국제협력부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농업총국 행정,회계,계획,국제협력부
캄퐁참 국립농업학교 농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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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부차장
부국장
과장(계획 및 통계부서)
과장(양자 및 다자협력 부서)
사무원(계획 및 통계부서)
학과장

1.3.5. 현지워크숍

1) 목적

○ 현지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캄보디아 채소 관련 분야의 정책 경험을 공
유하고, 실무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역량을 강화

2) 기간 : 2018. 5. 2.
3) 주요 논의 내용:

○ 캄보디아의 채소 유통 현황
○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방안
○ 유사 연구와의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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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워크숍
2.1. 워크숍 개요

1) 목적
2017년도 KAPEX 사업대상국 대표단의 사업성과 및 공동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ODA사업으로의 발전방안 논의
- 2017년 KAPEX 사업 결과에 대한 대상국의 Action Plan과 ODA
Project Proposal 발표

◦

◦ 2018년 KAPEX 대상국의 사업주제 발표 및 향후 ODA 사업의 협력 방
안 논의

2) 일시 : 2017. 11. 17(금), 13:30

∼ 18:00

3) 장소 : 서울 코리아나 호텔
구분

국가
네팔

2017
KAPEX

우즈벡

콜롬비아

2018
KAPEX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성명
Binod Kumar Bhattarai
Ishwor Barshila
Umildilla Akramov
Boris Gojenko
Sara Eloisa del Castillo
Matamoros
Jennifer Guzman Romero
Prak Cheattho
Sengpaseuth Rasabandith
Uyanga Ganbaatar

부서
농업개발부 정책국제협력조정국
농업개발부 정책국제협력조정국
원예과학연구원
중앙아시아 물위원회 지역 간 조정
과학정보센터

직위
수석농업경제학자
농업경제학자
부원장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교수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농업청
농림부 농업지도 및 협동조합국
Khalkh Gol 지역
국가창조설립부

연구원
부청장
국장
외교협력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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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4) 워크숍 프로그램
2017년 11월 17일(금), 2층 다이아몬드 홀: 2017 KAPEX Workshop
환영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
13:30-13:45
개회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이대섭 센터장)
• 네팔의 식량안보상황 개선을 위한 식량안보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강화(Mr. Binod Bhattarai)
13:45-14:30
• 질의응답
• 우즈베키스탄 체리 가치사슬 구축(Mr. Boris Gojenko)
14:30-15:15
• 질의응답
• 콜롬비아 꾼디나마르까 주 우바떼 시의 소규모 우유생산자 조직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보 및
15:15-16:00
식량영양안보 강화(Ms. Sara Del Castillo)
• 질의응답
16:00-16:10
휴식
16:10-16:40
• 캄보디아 옥수수 품종개발 및 교잡종 종자 생산체계 확립(Mr. Prak Cheattho)
16:40-17:10
• 라오스 농업협도조합 정책(Mr. Sengpaseuth Rasabandith)
17:10-17:40
• 몽골 축산업 생산성 부가가치 향상 및 수출역량 강화(Ms. Uyanga Ganbaatar)
17:40-17:55
질의응답
17:55-18:00
폐회

2.2. 발표 및 주요 논의 내용
제1부

: 2017 KAPEX 사업 공동조사 결과 공유

□ 발표 1. 네팔의 식량안보 상황 개선을 위한 식량안보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강화(Binod

Kumar Bhattarai, 네팔 농업개발부 정책국제협력조정국 수
석농업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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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배경: 네팔의 Zero Hunger Challenge Initiative는 FAO의 지원
하에 네팔 정부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네팔의 식량
안보 프레임워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현재 네팔 농민 중 소규모 농
가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이들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적 식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
- 연구 목적: 선정된 연구 지역 내 소규모 농가의 낮은 생산성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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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네팔의 국가적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소
규모 농가의 지원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의

ODA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네팔 내 미곡 및 과채류 재배 중심지의 선정, 문헌 검토,
가구주 설문조사 진행,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 진행
- 조사대상지역: Jhapa, Mahottari, Dolakha, Kaski, Kapilvastu, Dailekh,
Kanchanpur

◦ 네팔의 식량안보정책 소개
-

네팔헌법(2015)

14기 주기 계획
농업개발전략 내 식량 및 영양 안보 프로그램(2015-2035)
국가농업정책(2004)
농산업촉진정책(2006)
식품 및 영양 안보 실행계획
범분야 영양계획(2013-2017)

Zero Hunger Challenge Action Plan(2016-2025)

◦ 국가농업발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
방향

- 관개시설로의 투자
- 고품질의 종자 공급 체계 구축 필요(특히 육종 및 종자 보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
- 직접지불제도 활성화 필요(네팔 농민의 저조한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직접지불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현재 chaite 쌀 품목만을
대상으로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모든 계절에 시행될 필요가
있음)

- 농업 기계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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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시기에 비료 공급 필요
직접지불을 중심으로 한 특수 미곡 프로그램의 추진 필요
농가의 농업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 필요
수확 후 지원
토지정리(Land

Consolidation)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체계구축

◦ 질의응답

- (질문) 종자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수익 영향 여부와 종자를 주기적
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지, 수확에서 활용하는지에 대해 질문함.
- (응답) 약 63%의 농가에서 주기적으로 종자를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
종자의 품질이 높아짐에 따라 농가 수익 또한 개선되고 있음.
- (질문) 쌀 생산과 관련하여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함.
- (응답) 수확량 측정 시에 sampling 과정에서 수확량이 높은 선도농가
가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높은 수확률의 종자나 좋은 관개조
건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음.
- (질문) 쌀 직불제(direct payment incentive)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제
도임에는 분명하지만 WTO에 의하면 쌀의 생산성과 직불제 운영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이 밝혀졌음. 관련하여 의견을 물어봄.
- (응답) 세계적인 맥락은 그렇다고 해도, 네팔 국내적인 상황을 고려했
을 때는 여전히 충분한 쌀 생산이 필요한 실정임. 네팔은 국내 쌀 소
비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정량을 꾸준히 수입하고 있
음. 더불어 최근의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농가인구 또한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어, 주곡으로서의 쌀 자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를 위
해 네팔 정부에서는 1년 2모작이 가능한 쌀 종자(Satey rice)의 재배
를 독려하고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질문) 식량안보의 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식량 접근성, 활용도, 안
정성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고 있는데, 네팔의 경우 식량안보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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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함.

- (응답) 식량의 절대 생산량은 식량안보의 한 측면일 뿐이지만, 현재는
대개 식량의 생산 측면에 식량안보 측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 하지
만 다른 요소들도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
요가 있음. 실제로 네팔의 경우도 전체

75개 주(district) 중에 31개의
주가 식량안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
서 식량자원의 분배와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의견) 수치의 단위 명시, 분석 Tool 등을 보다 명확히 언급해 줄 것을
요청함. 더불어 상황 분석과 연구 결과 간에 보다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일례로 농가 수입 증대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는 신뢰도 있는 독립변수가 필요한데 현재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
음. 정량적인 통계 근거 제시가 어렵더라도 정성적인 근거라도 제시
할 필요가 있음.

- (의견) 제시된 9개의 제안사항(interventions)의 우선순위가 설정될 필
요가 있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 중 단기
계획의 경우 이행방식 및 실행계획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사실, 즉 이전 연
구와의 차별성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필요가 있음.

- (의견) KAPEX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물인 사업 제안서(Project
Proposal)와 정책변화(Policy Change)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또한 자료상에는 투입비용과 농가소득이 비례관계로 드러나는
데, 이는 보통의 경우와 다르므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응답) 비용과 소득간의 비례관계는 현재 투입요소가 상당히 열악하
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생산성 및 품질 증대 효과를 얻
을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함. 또한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상에는 쌀 관련
관개 사업과 채소 관련 시장 접근성 향상 사업에 대한 제안 내용이
포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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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생산성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화학비료 및 살충제의 안정성 문
제가 대두함에 따라 유기질비료(microorganism) 등의 신기술이 도입
되고 있는데, 네팔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함.
- (응답) 현재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화학비료 사용비중을 줄이는 등
의 방안을 적용하고 있음.

□ 발표 2. 우즈베키스탄 체리 가치사슬 구축(Boris Gojenko, 우즈베키스탄 중
앙아시아 물위원회 지역 간 조정 과학정보센터 연구원)

◦ 우즈베키스탄 체리 산업의 현황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 주요 과일 생산 국가로, 2016년
기준 세계 6위의 체리 생산 국가임.
- 우즈베키스탄은 체리 재배에 적합한 기후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일 산업은 우즈베키스탄 농업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임. 또한 우즈베키스탄 체리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체리 산업은 현재 생산 부문에 과다하게 집중
되어 있으며, 수확 후 관리, 저장 및 포장 부문이 열악한 상황임. 이에
따른 수확 후 손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수확 후 관리 및 저장 부
문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 연구 소개

- 연구 목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kand) 지역 내 체리산업
가치사슬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마르칸트 지역 내 체리 산업에 종사하
고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체리 산업 부문에서의 문제점 및 기회요인
을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체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한 잠재적 파트너의 역할을 제시하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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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가치사슬 분석을 위하여 2차 데이터 수집, 지도화 및 정량
적 분석, 경제성 분석을 통해 데스크 리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및
시장 분석을 통한 현장 연구를 진행하였음.
- 연구 내용: 품목, 가격, 시장 판매 및 유통 경로, 제품 홍보, 기타 부문
(직업 창출, 기술, 투자유인도) 에 대한 분석 진행

◦ 우즈베키스탄 체리 산업화를 위한 방향

- 시범 온실 체리 과수원 설립
- 기존의 체리 과수원을 대체하기 위한 한국의 수요가 높음 체리 품종
재배를 위한 시설 설립

- 체리 재배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
- 체리 재배 후 수확 후 관리, 분류, 라벨링, 포장 및 저장을 위한 적절
한 규모의 시설 설치

- 체리 연구를 위한 연구시설 설립

◦ 질의응답

- (질문) 온실재배(Greenhouse farming)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충분한 경
쟁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듦. 온실재배는 노지재배에 비해 비용
이 더 소요됨. 또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제시했지만, 한국 또
한 체리 온실재배 관련한 경험이 충분치 않음.
- (응답) 현재 우즈벡에는 온실재배 형식이 존재하지 않음. 온실재배 기
술 도입 시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 효과가
기대됨. 관련 비용의 계산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음. 한국의 경우 체리
온실재배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과와 배 온실재배 전문가가 존재하며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질문) 일반 농장(farm)이 소규모 농가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수익수준의 향상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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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소규모 농가(Dehkhan farm)의 경우 주거지와 농장이 매우 가
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하며, 화학비료를 사용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음. 일반 농장(farm)의 수익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요 기계시설(분
류, 포장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방법이 있음.
- (질문) 생산자 그룹 별로 판매 가격이 같은지, 농장 노동자의 임금은
비용 분석에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함.
- (응답) 생산되는 체리는 모두 같은 종이기 때문에 가격도 같음. 노동
자 임금의 경우 소규모 농가는 가족농이기 때문에 따로 임금이 포함
되지 않았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임금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음.

- (의견) 현재 발표 내용은 모두 연구 결과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음.
상황 분석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언급하
여 논리적 근거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사업제안서에는 사업
의 주요 부문 및 활동 등이 명확히 분류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질문) 수확 후 손실 관리 및 체리 수출 규모 관련하여 겪고있는 문제
에 대해 질문함.
- (응답) 연구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고, 응답
이 어려움.

□ 발표 3. 콜롬비아 꾼디나마르까 주 우바떼 시의 소규모 우유 생산자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보 및 식량영양안보 강화(Sara

Eloisa

del Castillo Matamoros, 콜롬비아 국립대학교 박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개

- 연구 배경: 2015년 기준 콜롬비아 전체 인구의 약 5.6%는 꾼디나마르
까에 거주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낙농업 중심지인 우바떼 시 내 거
주민의 57.8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식량안보
계획 2012-2019(National Plan of Food Security 2012-2019)를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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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를 통해 농촌 거주민의 식량 및 영양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평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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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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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결과

- 우바떼 시 약 55.9% 농가는 식량 안보와 관련된 문제점을 겪고 있으
며, 이는 이들의 거주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에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상황으로
이는 젊은층의 도시 이주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바떼 시 내 농촌지역에서 열악한 기초 편의시설, 농가의 낮은 교육
수준 등은 이들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농민 학교(Peasant School)과 같은 영농교육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 질의응답

- (질문)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우유 소비가 91% 수준인데, 제언 사항
에 자가 소비량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두 내용이 상충되어
보임.

- (응답) 농가의 우유소비 관련 질문은 단순한 우유소비 여부에 대한 질
문으로, 91%의 농가가 생산량의 일부를 가정 내에서 소비하고 있다
는 의미임. 하지만 그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이를 늘릴 필요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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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함.

- (질문) 연구 주제가 식량 “주권(sovereignty)”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보
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함. 또한 농가의 수익 비용 분석 수준에 대해
질문함.
- (응답) 실제로 국가에서 집행하는 식량 안보 정책만으로는 식량 안보
를 보장할 수 없음. 따라서 생산자가 생산방법, 생산 작목 등에 대해
보다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식량 주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게 됨.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수익 비용 분석 관련하여 초점을 두지는
않았으며 소규모 농가의 사회적 중요성에 초점을 둠. 실제로 소규모
농가는 전체 낙농농가의 80%, 국가 우유 생산의 37%를 차지하며, 이

·

·

는 소규모 농가가 국가 식량주권 및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
실을 보여줌.

- (의견) 식량 주권과 관련하여 한 가지 설명을 보태자면, 콜롬비아의
경우 국내 우유생산량을 통해 100%의 자급이 가능할지라도 FTA에
의해 일정량의 우유를 필수적으로 수입해야 함. 이에 국내 소규모 농
가들이 값싼 수입 우유와 경쟁하기 위한 1) 농가 경쟁력 향상, 2) 농
가 조직화, 3)식량안보 보전(영양)을 제언사항으로 제시한 것임. 실제
로 이러한 내용들은 소규모 농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
램에서 이미 주제로 다루어 진 바 있으며, 교육 시행 이후 실제로 교
육 참석자들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정책적인 영향력 또한 있
을 것으로 기대함.

- (의견) 현재 콜롬비아의 경우 낙농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 또
한 영양불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등
의 ‘다양화(diversification)’ 또한 대안 중 하나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제시된 제안사항들을 분류하고 요약하여 정책 결정자들이 보
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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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2018 KAPEX 사업 주제 발표

□ 발표 1. 캄보디아 옥수수 품종개발 및 교잡종 생산체계 확립(Prak Cheattho,
캄보디아 농업청 부청장)

◦ 캄보디아 농업발전계획 2014-2018 소개

- 경쟁력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식량 안보 달성을 통한 캄보디
아 국민의 영양 및 살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농업 부
문의 기술적 혁신 및 제도적 발전을 통한 농업 부문의 서비스를 강화
하고자 함.

- 캄보디아 농업발전계획 2014-2018의 핵심 방향은 성장, 고용, 평등,
그리고 효율성으로 국가경제성장률은 7%로 유지하고, 빈곤율을 감축
시키고자 함.
- 농업 부문의 경우 5%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
한 세부 목표로 1) 농업 생산성 향상, 품목 다각화 및 상업화, 2) 축산
업 및 양식업의 촉진, 3) 지속가능한 수산 및 산림 자원 관리, 4) 제도
적 정비를 통한 정부 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 및 인적 역량 강화가
존재함.

-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1) 농업 생산성 향상, 품목 다각
화 및 상업화, 2) 가축 생산 및 건강, 3)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4) 지속가능한 산림 및 야생자원 관리, 5) 제도적 역량 및 정부 서비
스의 효율성 강화,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등이 존재함.

◦ 캄보디아 농업 현황 설명

- 캄보디아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농업의 비중은 2014년
30.51%, 2014년 28.25%, 그리고 2016년 26.30%로 감소하였음.
- 농업 인구 비중은 2009년 57.6%에서 2014년에 들어와 56.9%로 감소
하였으며, 농업 부문에서 작물 재배 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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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

- 캄보디아 농업의 경우 현재 열악한 가치사슬, 농가의 신품종, 농업기
술 및 영농교육으로 저조한 접근성 문제 등이 주요 해결과제로 남아
있음.

◦ 옥수수 품종개발을 통한 기대효과 및 한국과의 농업 부문에서의 기술적 협력
강조

- 단기간 내 옥수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옥수수 품종개발이 필수
적이며 이를 통해 수입품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특히 옥수수 교잡종 생산체계 확립은 캄보디아 농업 부문의 기후 회
복력, 병해충 대응력, 그리고 가뭄 저항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발표 2. 라오스 농업협동조합 정책(Sengpaseuth Rasabandith, 라오스 농림부
농업지도 및 협동조합국 국장)

◦ 라오스 농업발전전략 2025 소개

- 식량 안보 강화,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 안전하고 지속가능성 있는
농업 발전,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농업 기반 마련 등을 목표로 함.
- 라오스 농업 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민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수
적이며 이를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임.
- 라오스 농업발전전략 2025에 따르면 라오스 농림부는 식량 안보 강
화 및 농산물 생산 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민 조직 및 협동조합
형성을 우선적 수요로 인식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2013년 KAPEX 프로그램을 통해 라오스 농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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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 민간부문, 비영리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한
국의 농업협동조합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라오스 농업협동조합
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연구의 목적:
단기: 라오스 비엔티엔 수도, 비엔티엔 주, 캄무안, 참파삭 주를 대

→

상으로 농업협동조합 설립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기존의 라오스 농업협동조합 정책 및 발전전략
을 검토함. 또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농
업협동조합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선정된 지역 내 적합한 농업협동
조합모델을 개발하고, 나아가 향후 한국 정부의

ODA 사업으로 제

안하고자 함.

→ 장기: 라오스 농업협동조합 정책 수립 및 제도적 환경 조성, 농업협
동조합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성공적인 농업협동조합 모델의 확
대, 라오스 농업협동조합 법 제정

- 연구 기간 및 구성: 연구 기간은 총 12개월(2018년 1월~12월)이며 수
행기관은 라오스 농림부 산하 농업지도 및 협동조합국(Department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operatives)임.

◦ 연구의 구성

- KREI와의 지난 KAPEX 사업을 통해 라오스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2014년 농업지도 및 협동조합국은 2개
의 정책협의안(라오스 농업협동조합에 관한 합의서 No.2983/MAF,
농민생산자조직의 수립 No.2984/MAF)가 마련되었음. 이를 통해 라
오스 전체 3,630개의 농민조직 중 332개의 농민 조직 및 16개의 농업
협동조합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었음.
- 그러나 지난 KAPEX 사업을 통해 9개월의 공동연구기간이 짧은 뿐더
러 여전히 라오스 농업협동조합은 신용 및 시장 접근성 부족 등의 문
제가 존재함.

- 36 -

- 따라서 조사대상지역 내 한국-라오스 간 공동 설문조사 진행하고 공
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라오스농업협동조합 관련 연구보고서의 작성, 정부 관계자
및 농민 지도자의 역량 강화, 향후 한국-라오스 간 농업협동조합 관련
ODA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라오스의 농업협동조합 정
책의 개선 등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3. 몽골 축산업 생산성 부가가치 향상 및 수출역량 강화(Uyanga
Ganbaatar, 몽골 농식품경공업부의 할흐골지역 국제협력전문가)

발표

○ 사업 제안 1: 할흐골 지역 농업 모델의 역량 강화 및 경제 발전(Improvement

of Capacity of the Khakh Gol Model Farm and Generation of Economic
Turnover)
- 2016년 몽골 할흐골 지역정부의 결의안 #46 및 중앙정부 결의한
#328에 따르면 국가창조설립을 위한 할흐골 지역(Khalkh Gol Zone
for National Creation and Establishment)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국내
및 외국인 투자, 공여기관, 지방 및 중앙 정부의 투자를 통해 약 50만
ha에 이르는 지역에 환경 친화적 및 수출지향적인 축산업 및 재배업
의 발전, 인프라 개발, 제조업, 그리고 관광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 할흐골 모델 농장 설립은 몽골정부행동계획 2008-2012의 이행을 위
한 일환으로 2010년 정부 결의안 No. 97을 통해 승인되었으며, 2011
년 몽골 농식품경공업부와 한국 KOICA와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
이에 따라 축산 및 작물 재배 혼합형의 모델 농장 설립이 개발되었으
며, 기술적 원조로 4백만 불의 예산이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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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개
-

집행기관: 몽골 농식품경공업부
수행기관: 할흐골 지역 국가창조설립부
사업기간:

2019-2023
사업예산: 75만 3천 불

○ 사업 배경

- 몽골정부행동계획 2016-2020(Action Plan of the Government of
Mongolia 2016-2020)에 따른 농업 부문의 발전 계획은 효과적인 축
산업 발전을 통한 육류 제품 수출의 활성화 및 목축업자의 소득 증
대, 축산업의 생산성 증대, 가축 유전자원 보호, 과학적 방법을 통한
인공수정 활성화, 생명과학기술의 도입, 농촌 지역 내 종축 목장의
개발 및 집약적 축산업의 발전, 지역 환경에 적합한 작물 재배를 통
한 식량 자급 달성, 토질 관리 및 우량품종 개발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포함함.

- 몽골의 지속가능한 개발 비전 2030(Mongolia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에 따르면 인구 집중화 현상 및 시장 수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집
약적 축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며, 이를 통해 육류 제품의 공급, 저장 및
운송 네트워크를 개선하고자 함.
- 이로 미루어 볼 때 할흐골 지역 내 축산업 및 재배업 혼합 농업을 통해
몽골 농업의 발전 및 경제적 기회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사업 목적

- 기술 도입을 통한 시장 수요에 부합한 우량 육우 품종의 선정 및 지역
적 특성에 적합한 육우 품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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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흐골 동부 지역(Dornon Province) 내 재배 가능한 종자 및 품종 보
급을 통한 종자 수입 의존도 감소 및 극심한 기후 환경에 대한 적응
력 강화

- 농산물 재배 활성화 및 품목 다각화
- 할흐골 모델 농장 내 교육 및 농업 연구 시설 설립을 통한 농기업의
농업 기술 교류 활성화

○ 사업 구성 요소

- 목축 사육을 위한 소와 양의 단기간 수정 기술 도입
- 다중 회전 관개(multiple rotation irrigation)을 통한 밀, 사료 작물, 보
리, 알파파 및 대두의 재배
- 할흐골 모델 농장에 기반한 수의 및 검역 시설 설립
- 유제품 가공 시설 설립
- 작물 건조 및 가공을 위한 탈곡장 설립
- 종자 보관을 위한 저장 시설 설립
- 할흐골 모델 농장의 역량에 기반한 사료 공장 건설
- 작물 생산을 위한 바이오 비료 공장 건설
- 집약적 육류 가공 공장 및 도살장 건설
- 국내 및 외국인 투자 유인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통한 우호적 환경
조성

- 바람에 의한 부식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양묘장 건설

○ 사업 제안 2: 몽골 축산업 생산성 부가가치 향상 및 수출역량 강화(Enhancing

Export Capability by Improving the Value Chain of Livestock and Crop
Production in Mongolia)
- 사업 집행기관은 몽골 농식품경공업부, 수행기관은 할흐골 지역 국가
창조설립부, 사업기간은 2018-2020, 총 예산은 124만 4천 7백 불임.
- 사업 목적: 몽골 동부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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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기준에 부합한 축산업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임.

○ 사업 구성 요소

- 목표 시장을 겨냥한 10년간 전망 수립, 투자 분석 및 재원 조달 방안
모색,
- 할흐골 지역 내 생산, 서비스 및 검역 지대 내 필요한 기술 및 건설
수요 파악

- 무역 파트너와의 협력 방향 모색, 검역 지대의 개발을 위한 정책, 규제,
일반적 체계, 및 기준 지표 등을 개발, 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체계 구축, 검역 활동을 감독 및 관리할 수 있는 행동 계획 수립
- 농업 생산을 위한 가축, 투입재, 산출물 및 경제적 효과의 추정, 수출
입 및 투자수요 관리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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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한 품목 다각
화 방안 모색

- 몽골 동부 지역 내 농업 발전을 통한 국제적 수준으로의 부합 및 몽골
육류제품의 인접 국가로의 수출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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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중기연수)

3.1. 연수구성

3.1.1. 추진배경

○ 한국 농업발전경험 공유를 통해 개도국 공무원들의 정책개발 역량 제고
○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른 연수사업 추진
3.1.2. 연수 기간 및 인원

○ 연수기간: 약1개월 (2018.08.06.~2018.09.06.)
○ 연수인원: 2018년 KAPEX 3개 대상국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공무원 및 연구원 9명

<표 2-1> 중기연수 참가자
성명

국가

Sengpaseuth Rasabandith

라오스

Niphonxay Lattanamala

라오스

Maliny Ophetsane

라오스

Chanthou Heang

캄보디아

Lis Chreng

캄보디아

Lay Pisey

캄보디아

소속 및 직책
과장
농림부 농업협동조합국
팀장
농림부 농업협동조합국
기술담당관
농림부 농업협동조합국
부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지원작물부 행정·회계팀
담당관
캄퐁참국립농업대학교 국제협력 및 기획과
프로젝트 기획 및 국제협력 기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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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j Tumurchudur

몽골

Baasanbat Sukhbaatar

몽골

Molomjamts Gankhuu

몽골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기획·회계부
수자원 공급 담당관
몽골 국립 할흐골 농업개발사업 추진단 인프라&기획부
프로젝트 담당관
몽골 국립 할흐골 농업개발사업 추진단 투자&교육협력부
부서 저널리스트
몽골 국립 할흐골 농업개발사업 추진단 행정부

3.1.3. 연수 구성

○ 목표: 우리나라 농업·농촌분야 전문가의 정책강의와 개도국에서 요청한
분야와 관련된 현장강의 및 심층적인 국별 연구를 통해 연수 참여

·

공무원의 농업 농촌 분야 정책 수립 및 추진 역량 강화

○ 중기연수 참여 국가에서 요청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수
를 통해 나온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 연구 중심 연수로 구성
<표 2-2> 2018 KAPEX Academy 중기연수 프로그램 구성안

구성요소

내용

오리엔테이션

KAPEX 사업소개, 연수 프로그램 소개 및 생활정보 제공

농업·농촌 정책 교육프로그램

원·내외 전문가 초빙, 우리나라 농업·농촌 관련 강의 제공

현장학습

국별 KAPEX 연구 주제와 관련된 현장 방문
연구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실시
각 국가별 관심분야 연구보고서 발간

국별연구

<표 2-3> 2018 KAPEX Academy 중기연수 강의 프로그램 개요
분류
농업·농촌 정책
교육프로그램
국별 KAPEX 관련 프로그램

분야

정책 강의

현장 학습

합계

<농업·농촌개발 및 농업분야 ODA>

7

2

9

<축산업과 ODA 활용>

3

2

5

<농산업 가치사슬/부가가치>

3

2

5

3

3

6

16

9

25

<농업협동조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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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연수 전체 일정
날짜
8.5.(일)
8.6.(월)
8.7.(화)
8.8.(수)
8.9.(목)
8.10.(금)
8.13.(월)
8.14.(화)
8.16.(목)
8.17.(금)
8.20.(월)
8.21.(화)
국별수업
8.22.(수)
8.23.(목)
8.24.(금)
8.27(월)
8.28.(화)
8.29.(수)
8.30.(목)
8.31.(금)
9.3.(월)
9.4.(화)

강좌 및 현장학습 일정
·연수생 입국
[개회식]
·오리엔테이션
[정책강의 1]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박명호 교수)
[정책강의 2]
·한국농업의 이해 (송주호 박사)
[착수보고준비]
·8.13 착수보고 준비
[정책강의 3]
·농업분야 인프라 투자 (이남호 교수)
[정책강의 4]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곽재성 교수)
[국별 토의]
·주제 선정 및 자료 준비
[정책강의 5]
·한국의 농촌개발 (김정주 교수)
[정책강의 6]
·캄보디아 농업 가치사슬과 시사점 (최지현 박사)
[현장강의 1]
·농어촌공사 ODA 사업 (김춘진 과장)
[현장강의 2]
·농촌진흥청 ODA 사업 (이황용, 정종민 연구관)
세부 국별 수업
[정책강의 7]
[정책강의 8]
한국 농업협동조합의 특징 (박성재 박사)
한국의 동남아시아 ODA 전략 (서종혁 교수)
[현장강의 3]
[정책강의 9]
나주 배 원예협동조합 (조준식 상무)
한국경제발전과 KSP (이태희 박사)
[중간 점검]
최종보고서 중간 검토
[정책강의 10]
[정책강의 11]
축산 비용 절감 방안 (허덕 박사)
ODA 사업 지원 (이학교 교수)
[정책강의 12]
[현장강의 4]
농촌개발 및 지역역량강화 (박시현 박사)
장흥한우농가 방문 (김용렬 사장)
[현장강의 5]
[정책강의 13]
농업기계대여프로그램 (김대중 주사)
한국의 축산업 (김민경 교수)
[정책강의 14]
농산물 가치사슬 & 생산단지 (김경량 교수)
[현장강의 6]
[현장강의 7]
[현장강의 8]
새마을금고중앙회
도드람 FC 안성 공장 방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경매
[현장강의 9]
농협하나로 마트 (이현수 대리) & 농협중앙회 본사 (채수병 과장)
[정책강의 15]
[과제활동 1]
한국의 농업 발전 (최양부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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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강의 16]
농업기술협력의 이해 (김종선 박사)

9.5.(수)

[과제활동 2]
·Action Plan 3

[최종보고발표]
·ODA 제안서 발표
[폐회식]
·연수생 출국

9.6.(목)
9.7.(금)

3.2. 연수 진행

3.3.1. 정책강의 및 현장학습

○ “한국 농업·농촌정책 성과사례를 통한 개도국 농정수립 역량강화”라
○

16개의 정책강의 및 9개의 현장강의 총 25강의로 구성
교욱과정 체계화를 통해 <표 2-4>와 같이 3개 분야 및 특별강의로 구
는 대주제로

·

분하여 한국 농 축산업 정책 현황에 관한 내용 등을 전수

- 원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강의 및 현장학습의 비중으로 높임으로써
한국 농업정책의 실제 적용사례 등의 경험을 제공

<표 2-4> 2018 KAPEX Academy 중기연수 프로그램 개요
분야

농업·농촌
정책 및
농업 분야
ODA

축산업과
ODA 활용

중기연수 프로그램
정책강의
Ÿ 한국의 경제개발경험(박명호)
Ÿ 한국농업의 이해(송주호)
Ÿ 농업분야 인프라 투자(이남호)
Ÿ 국제개발협력의 이해(곽재성)
Ÿ 한국의 농촌개발(김정주)
Ÿ ODA 사업 지원(이학교)
Ÿ 농업기술협력의 이해(김종선)
Ÿ 한국경제발전과KSP(이태희)
Ÿ 축산비용 절감방안(허덕)
Ÿ 한국의 축산업(김민경)

현장학습
Ÿ 농어촌공사 ODA 사업(김춘진)
Ÿ 농촌진흥청 ODA 사업(이황용, 정종민)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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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한우농가 방문(김용렬)
도드람 FC 안성공장 방문(이재준)

농산업
가치사슬/부
가가치
농업
협동조합

Ÿ
Ÿ
Ÿ
Ÿ
Ÿ
Ÿ

캄보디아 농업 가치사슬과 시사점(최지현)
한국의 동남아시아 ODA 전략(서종혁)
농산물 가치사슬 및 생산단지(김경량)
한국 농업협동조합의 특징(박성재)
농촌개발 및 지역역량강화(박시현)
한국의 농업발전(최양부)

가. 정책강의
○ 각 분야별

Ÿ
Ÿ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경매(손흥모)
농협하나로 마트 및 농협중앙회 본사(이현수, 채수병)

Ÿ
Ÿ
Ÿ

나주 배 원예협동조합(조준식)
농업기계대여프로그램(김대중)
새마을금고 중앙회(이용혁)

·

정책의 원 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생 관심분야 및

KAPEX 공동 연구주제와 밀접한 정책강의를 총 16강 실시
<표 2-5> 중기연수 정책강의 내용

강의 일정
8월 7일

강 의 명
제1강.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8월 8일

제2강. 한국농업의 이해

8월 10일

제3강. 농업분야 인프라 구축

8월 13일

제4강.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8월 16일

제5강. 한국의 농촌개발

8월 17일

제6강. 캄보디아 농업 가치사슬과 시사점

8월 22일

제7강. 한국 농업협동조합의 특징

8월 22일

제8강. 한국의 동남아시아 ODA 전략

8월 23일

제9강. 한국경제발전과 KSP

8월 27일

제10강. 축산비용 절감 방안

8월 27일

제11강. ODA 사업 지원

8월 28일

제12강. 농촌개발 및 지역역량강화

8월 29일

제13강. 한국의 축산업

8월 30일

제14강. 농산물 가치사슬 및 생산단지

9월 4일

제15강. 한국의 농업 발전

내용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과 성공적인 경제성장 결정요인 제시
한국전쟁 후 한국 농업·농촌의 상황과 한국 농업의 성장
경험 발표
농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소개와
한국의 농업인프라 구축 현황 발표
국제개발협력의 정의와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규모와 사례 발표
한국의 다양한 농촌개발 프로그램과 농촌개발을 통한
농촌지역 삶의 질 개선 사례 발표
농업 가치사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한국의 성공적인
가치사슬 사업 사례 및 시사점 공유
한국 농업협동조함의 역사와 역할을 통해 라오스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 제시
한국의 ODA 사업을 살펴보고,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에서 시행할 수 있는 ODA 전략 제시
한국의 경제발전사와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식공유프로그램 소개
한국의 축산 현황과 축산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정책적 방안을 한국의 사례를 들어 제시
우리나라의 ODA 사업 현황 발표와 ODA 사업 지원
절차에 대해 발표
농촌개발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농촌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제시
한국의 축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경제성장과 시장자유화에
따른 변화를 발표
농산물의 가치사슬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 살펴보고
생산단지 등 가치사슬 관련 내용 발표
한국 전쟁 후부터의 경제발전 역사를 보고, 한국 농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경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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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진
박명호
송주호
이남호
곽재성
김정주
최지현
박성재
서종혁
이태희
허덕
이학교
박시현
김민경
김경량
최양부

9월 5일

농업기술협력의 정의의 및 사례들을 살펴보고 향후 관련
협력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

제16강. 농업기술협력의 이해

김종선

나. 현장강의
○ 국별 관심 주제인 1) 축산업 및 ODA, 2) 농업 부가가치 및 가치사슬 분
석,

3) 농업협동조합과 관련된 현장 방문지를 답사하고, 현장에서 일하
는 전문가, 농민, 민간기업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
<표 2-6> 2018 KAPEX Academy 장기연수 현장강의 프로그램 개요

분야

농업경영기술
/ 농촌개발

농산물 생산 /
가공 / 유통

축산물 생산 /
가공 / 유통

강 의 명
제1강. 농업기술지도보급
- 농촌진흥청
제2강. 채소생산기술보급
- 농촌진흥청
제3강. 농촌지역개발사례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내용
한국 농업지도보급체계와 농진청 실시
지도보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소개
한국 채소시장과 통용되는 채소재배기술 및
최신 연구 동향
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완주군 지역농업모델
설명 및 조합 농가 방문

강사진
유승오

제4강. 스마트팜
-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전남농업기술원
제5강. 농산물품질관리 및 안정성정책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6강. 한국농식품검역정책경험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7강. 한국종자산업현황
- 국립종자원

스마트팜 지원 정책 소개 및 연구소 시설과
ICT 지원센터 및 수혜농가 방문
농산물 품질관리 및 GAP 제도와 안정성 조사
과정 설명, 시험연구소 견학
식물검역과정과 농산물 수입 현황 및 절차
강의, 검역본부 연구소 및 온실 견학
종자산업 동향 및 발전전략 제시, 종자 연구
및 보관실과 시험온실 견학

서범석

제8강. 한국축산업역사와 종자개량
- 순천대학교
제9깅. 축산물이력제
- 순천대학교

한국 축산업 발전 연혁 및 축산업 현황과 주요
가축의 종축개량 현황
축산물이력제 정의와 한국 축산물이력제 연혁
및 단계별 세부내용 설명

서강석

이희주
안대성

김재곤
노수현
박찬웅

서강석

다. 국별 연구
① 라오스
□ 연구명: 라오스 비엔티엔 지역의 가치사슬과 수확후 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협동조합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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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 농업분야는 라오스의 핵심 중요 산업으로써 농촌지역의 빈곤을 감소시
키는 중추적 역할 담당

·

- 전체 인구 650만 명중 80%에 해당하는 500만 명이 농업과 직 간접적
으로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0%가
전업농으로 파악됨.
- 쌀 자급률은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교통 및 물류체계의 미비한
발달로 외곽지역에서는 쌀과 같은 농산물의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된 교통, 낮은 생산성, 더딘
기술보급 및 기계화율로 인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이와 관련된 농업시장과 가치사슬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

-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라오스 정부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생산과 경쟁력을 갖춘 농업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주변 국가에 비해 낙후되어있는 가공기술과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필요

- 이번 라오스 중기연수 연구자들은 현재 발생하는 문제가 1) 젠더, 빈
곤, 기후변화를 포괄하는 글로벌 이슈, 2) 부족한 노동력, 3) 물리적
인프라 접근성 제약, 4) 신뢰할 수 없는 종자 보급, 5) 충분하지 못한
농업기술, 6) 높은 비용의 투자와 신용대출, 7) 시장 연계성 결여 및
8) 수확후 관리기술의 부재에서 발생함을 언급함.

□ 연구 대상지역과 관련 정책
○ 연구대상은 쌀을 주 장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으로 Cheng Village와
Mai-Nachaleuan이 있으며, 유기 농산물 협동조합인 Thasang Village 조
합으로 총 3개의 협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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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ng Village 쌀 생산 농민협동조합은 380명의 농가 중 17개의 그룹
의 농가를 포함하고 있고, 면적 1,156 ha 중 우기에는 294 ha, 건기에
는 120 ha에서 벼농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1,656톤의 쌀을 생산
하고 있음.
- Cheng Village의 수입 중 70%는 농민에게 돌아가며, 20%는 농민의
교육 훈련을 위해, 나머지 10%는 조합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매하기
위한 적립금 형태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Mai-Nachaleuan 쌀 생산 농민협동조합은 10개의 농민조직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282개의 농가로 구성되어 있음. 경작면적은 8,500 ha로
연간 쌀 생산량은 28,900톤인 것으로 파악됨. 생산성이 3.4ton/ha인
데, 이는 수확후 관리에서 활용되는 기술이 낙후된 것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파악됨.
- Thasang Village의 유기농 채소를 생산하는 협동조합은 90여개의 농
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소재배면적은 36.6 ha로 벼 재배 150 ha의
1/4가 조금 넘는 규모로서 연 362톤의 채소를 생산하고 있음.
- Thasang 협동조합에서도 1) 낙후된 수확후 관릭기술, 2) 노후화된 관
개 시스템, 3) 부족한 저장창고 및 4) 품질 검사소 및 다른 관련 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라오스의 농업협동조합 구성의 목적은 쌀 자급률 달성에 있었으며, 정부
에서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반영한 정부 정책 구성 및 운영

- 1978년부터 1986년까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농민협동조합의 수는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1) 사회주의의 근거한 불필요한 세금 폐지
및 2) 인센티브 지급과 같은 시장경제 형식의 정책 지원
- 불필요한 세금 폐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원형인 집합농장을 개별
농가들에 분배하여 개인이 생산하고 팔 수 있는 시장 경제를 도입하
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함.

- 라오스에는 ‘8차 농림업 개발 5개년 계획(2016-2020)과 같은 농업생
산성 향상과 관련된 정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연구진들은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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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 항목을 제시함.

1.
2.
3.
4.

농업전문가의 역량강화
농업생산지족의 역량 개발
농림업 연구와 조사결과 공유 및 실제 적용
농림업 서비스센터 개선

□ 한국의 농민협동조합(농협)과 시사점
○ 농협은 1961년도에 농업은행과 농민협동조합이 합병되면서 설립되었으
며, 농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합병 초기에는 은행의 특성을 많이 띄었지만, 쌀 자급이 이루어지고
정부에서 농업 관련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비료 및 관련 기
자재 지원 사업이 확장됨.

- 또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독점적 시장 점유를 하며 농업 종사자들에
게 금융 서비스 및 각종 기자재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농업개발과 새마을 운동

- 한국의 농업역사는 크게 1) 식량보급, 2) 식량증산 및 기술개발, 3)
농업분야 세계화, 4) 새마을 운동을 활용한 다양한 농촌개발 사업 및
5) 농업상품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다섯 가지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
음.
- 또한 농촌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과 기자재 구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민들에 편의를 제공

○ 지역단위 농협(나주 배 원예 협동조합 사례)

- 나주의 작물단위 협동조합은 정부의 지원보다는 독립적으로 지역단
위농협(branch)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농민들의 분담금, 경제활동,
금융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음.
- 나주 배 원예 협동조합은 국내 배시장의 20%를 유통하고 있으며, 연
간 3,000톤 이상을 해외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을 위해 정부에서도 수출시장 개척과 같은 부분에 대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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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라오스 농업협동조합에서도 적용하면 긍
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 ODA 프로젝트 제안
○ 2025년 농업개발전략에 따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목표를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식량을 증산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목표는 빈곤감소와 농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상품을 생산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작물/농가/지역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생각이 되
며, 2020년까지는 모든 지역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협동조합을 구
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로젝트의 단기 및 중장기 목표

- 이번 연수생 연구단은 단기적 목표로 1) 쌀과 채소 관련 협동조합 모
델 개발, 2) 농민과 기술자의 역량강화, 3) 협동조합 관련 법 및 정책
마련, 4) 시장체제 개선, 5) 기계화 실현 및 기술 개선과 6) 농가소득
증대를 제시

- 장기적 목표로는 1) 협동조합 관련 정책 및 법적 근거 마련, 2) 라오
스 협동조합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과 3) 농민의 시장과 금융서
비스 접근성 향상 및 지속가능성 증대를 제시

○ 프로젝트 내용

- 프로젝트 대상 지역은 쌀을 생산하는 Cheng Village로 앞서 제시한
협동조합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적합지역으로 선정

- 또한 채소를 재배하는 Thasang Village도 특정 채소를 생산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프로젝트 가능지역으
로 고려할 수 있음.

-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세부내용은 소프트웨
어로는 1) 역량강화 프로그램, 2) 정부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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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숍 및 세미나,

3) 소통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정책 및 4) 현장학습
및 견학을 고려할 수 있음.
- 지원할 수 하드웨어로는 1) 현재 라오스에서 낙후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 2) 시장과 소비자를 연결하
는 가치사슬 강화, 3) 시장역량강화 등이 있음.
-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선정하
였으며, 라오스 농림부의 기획재정과, 정책 법무과, 영농기술 및 농가
공과, 농업과, 국립농촌농림연구소가 직 간접적으로 연계하여 협업할
수 있음.
- 또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위하여 교육부, 농업관련 대학이 참여할
수 있으며, 내부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거래촉진과가 속해 있는
산업자원부와 협업할 수 있음.

·

○ 프로젝트 기대효과

-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농업협동조합모델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2. 협동조합의 인프라 구축
3. 적절한 농업기계화 적용
4. 가치사슬 구축 및 시장접근성 강화
5. 협동조합기금과 관련된 동일한 발전 시스템 구축
6. 프로젝트의 관리와 평가 진행

② 몽골
□ 연구명: 몽골 동부지역의 축산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농업 역량강화
□ 연구의 배경
○ 몽골의 축산업

- 몽골의 대표 농산업인 축산은 몽골 농산품 전체 생산량의 83%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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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로 몽골의 중요 산업임.

- 몽골의 축산업은 대부분 소농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소, 양, 염
소, 말, 낙타 등을 기르고 있음.
-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몽골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의 수는 6,600
만 마리로 집계되었음.
- 몽골에서도 경작을 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보통 밀, 감자, 유채 등
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축산업은 몽골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1)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품질, 2) 고기가격 상승, 3) 축산품 오염 및 4) 부적절한 축산
가공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육류와 유제품의 안정적인 시장공급을 위해 “육류와
우유 첫 번째 캠페인(Meat and Milk First Campaign)”을 2016-2020 정
부 액션플랜에서 제안함.
- 몽골의 가공되지 않은 축산품 수출은 지난 5년간 48,400톤을 수출하였
으며, 축산 가공품의 경우 766톤을 해외로 수출하였음.
- 2017년에는 29,300톤의 육류를 수출하였는데, 이 수치는 2016년에 비
해 3.2배 늘어난 수치임.

○ 몽골의 축산업

- 몽골 축산의 문제점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가공기술의 저
하로 나타나는 축산가공품의 품질 문제임. 해외 국가의 검역기준 미달
로 인해 수출이 어려움.
- 몽골 축산분야는 공급체계가 최적화되어있지 않아 사육, 도축, 판매를
아우르는 공급체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는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
임.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때에 따라 육류의 가격이 높으며, 또한 생
산성이 높지 않아 육류의 가격경쟁력이 낮은 현실임.
- 전반적인 몽골의 축산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가격을 낮
추고 축산품(육류)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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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의 축산분야 관련 정책
○ 2017-2020 축산분야 개발 정책 및 전략

- 이 개발 정책 및 전략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및 사회개발에 따라 현
재의 축산업에서 1) 축산업 생산 관리 변화, 2)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
제공, 3) 법적 근거 및 경제적 환경 제공, 4) 축산 생산에서 부가가치
네트워크 개발, 및 5) 농촌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 언급하는 개발 모델은 1) 축산 생산 자원을 위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2) 경제순환에 도움이 되는 축산생산자원을 집약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3) 집약적 축산과 농축산업 지
역을 조사하고, 4) 포괄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
단을 실행하는 것에 있음.

○ 구체적 실행 방안

-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서 축산자원의 유전자원을 등
록하고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러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축산 정보 및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활동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수의사, 젊은 학생, 축산업 종사자 및 축가 등 축산업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거리
에 상관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 육종 교배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하며, 다양한 집약적 기술
을 활용하여 육종 교배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전염병 및 질병에 미연에 대
비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염병 및 치
명적인 질병 발생 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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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동부지역의 축산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안
○ 사업 배경

- 몽골은 현재 축산품을 공급하기 위한 적절한 공급채널을 갖고 있지 못
하고 있음. 이는 국제적 기준과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수출시장으로
확대 판매가 불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최근 들어서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식품안전, 공공보건 및 농산품 해
외 수출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2016년을 기점으로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서 몽골 산 소고기 및 말고기
를 수입하려고 했지만, 몽골의 전염병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된 할흐골 지역에서는 조류독감, 천연두
및 수족구병의 창궐로 인해 품질 관리가 어려운 한계가 발생함.
- 몽골정부의 2016-2020 정책 2.32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수의학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가축질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시
행함으로써 축산제품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명시함. 이에 따라
이 프로젝트 제안은 몽골의 축산분야 개발의 필요성과 정책적 부합성
있음.

○ 사업 수혜자

- 이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몽골정부의 식품농업경공업부와 할흐골청이
며, 개인으로는 Dornod 주 할흐골에 거주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
가, 시민, 농민이 포함됨.

○ 주요 사업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 사업의 목적은 몽골 동부지역의 수의 및 식물검역 체계 개선을 통해
농산품의 수출을 지원하는데 있음.
- 첫 번째 사업 목표는 동부 지역의 수의 및 식물검역 체계 및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임.
- 두 번째 사업 목표는 농민, 낙농인, 수의사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수의 및 식물검역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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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 접경을 이루는 동부지역의 수의 및 식물
검역의 통합된 안을 수립하기 위한 제안사항을 구성하는 것임.

○ 프로젝트 수행구조

- 사업수행 전 동부지역의 동식물 질병 공동역학조사 진행
- 동식물검역체계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동부지역 각 주에
서 발생하는 문제 파악

- 낙농인, 유제품 생산자, 축산분야 전문가, 농민, 수의사 및 관련 이해관
계자들을 위한 프로모션 및 훈련 진행

- 동부지역 국경지대에 위치한 세 국가의 통합된 동식물검역 전략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제안 및 결과 제출

○ 예상 결과물

- 이 사업을 통해 몽골 동부지역의 동식물검역이 철저히 조사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안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가 명확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동식물 질명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
- 동부 지역의 수의사, 낙농인 및 농민들이 동식물 질병에 대처할 수 있
는 필수지식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기구 및 국내 전문가로부터의 컨설팅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은
연구 및 분석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③ 캄보디아
□ 연구명: 캄보디아 산악 지에서의 지속적인 채소 생산 개선과 가치사슬
구축

□ 연구의 배경
○ 캄보디아는 대표적인 농업분야로 국가 경제 및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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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산업 GDP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26.30%로 다수의 인구
가 농업작물 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캄보디아 가구 중
85%가 농업생산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인 영양 섭취에 필요한 채소 생산이 충분하
지 않아 베트남 및 태국 등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또한, 베트남 및 태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채소들의 경우 안전성 관련
검사가 결여되어 안전한 농산품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채소생산이 어려운 이유는 1) 낮은 생산성, 2) 높은 생산비용, 3) 열악
한 투입재 품질 및 4) 기술제약 등으로 나타남.
- 특히 캄보디아 내에서 수요가 높음에도 수입에 의존하는 양배추, 배추,
콜리플라워 및 감자 등의 농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채소 생산관련 현황과 정부 정책
○ 채소 생산의 현재 문제점

- (인프라) 다수의 농가에서 경작하는 땅이 농민의 소유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안정한 수자원, 교통과 저장시설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 시설 부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입재) 대부분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추 및 감자 종자의 경우
일본과 중국에서 오거나 간혹 태국에서 수입되는 경우이며, 프놈펜과
같은 큰 도시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때에 따라 공급이 원활하지 않
아 가격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품질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기술) 대부분의 채소농가에서는 현재 농약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도 제한적임. 이런 농약의 품질 또한 신뢰
하기 어려움. 경작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확후
관리기술도 낙후되어 있음.
- (노동력) 효율적인 농업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부족하며, 소규모 개인
단위의 농업활동으로 협력하는 체계가 없음. 이러한 노동력과 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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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전문성 약화와 효율성 저하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 및 신용) 관개설비, 기계화, 병충해예방, 가공설비와 관련된 투자
가 필요하지만, 농민들에게 신용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
며, 높은 이율로 인해 농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정부의 농업분야 성장 정책

- 캄보디아 정부는 농업성장과 개발을 정책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으며 이 중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RS)은 캄보디아의 장기
적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200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3단계인 국가전
략개발계획
2014-2018(National Strategy Development Plan
2014-2018) 단계에 있음.
- 캄보디아의 농림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산림 및 수산업자원 관리를 고
려하여 농업분야의 1)생산성, 2)다양성, 3)상업화, 4) 축산 및 수산업
촉진 등을 통하여 농업분야의 성장을 연 5%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농
업분야전략개발계획
2014-2018(Agricultural Sector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4-2018, ASDP)에서 언급된 내용임.
- 또한 농업분야의 지속성과 소유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
는 토지의 소유권, 관리, 분배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펼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농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농업분야의 성장을 위한 정책임.
- 이와 더불어 농업분야의 성장과 투자는 농업 농촌개발위원회(Counci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CARD)에서 계획한 식량안보,
영양, 사회보호 전략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 for Food
Security, Nutrition, and Social Protection)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
음.

□ 한국의 관력 정책 및 프로그램
○ 정부의 농업분야 성장 정책

- (토지개혁) 한국은 일제강점기까지 전체 농지면적의 85%가 소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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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짐. 하지만

1945년 이후 토지개혁을 통해 개인이 3ha이상의 농
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농업활동을 하는 사람에
게만 농지거래가 가능하도록 함.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지
를 소유하고 농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됨.
- (농업정책지원) 한국 정부는 특히 과채소 농업분야의 성장을 위해 다
양한 정책적으로 지원함. 채소가격 안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3
천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약재배 단지를
통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음. 뿐만 아니라 정부는 1990년대
12%대에 머무르던 시설재배단지의 비중을 2013년 24%로 크게 끌어
올리는 등 채소단지와 관련된 현대화 사업에도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
- (녹색& 백색혁명) 1980년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산업화와 함께 농업분
야의 녹색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농업의 기계화와 기술의 진보가 이루
어졌으며, 이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달성할 수 있었음. 이와 더불어 새
마을운동이 농촌개발을 위해 시작됨. 특히, 원예분야에서는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화학약품, 비료 및 각종 기자재에 대한 지원이 이루
어졌으며,

1972~1976년까지의 제 3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는 대나무

틀로 이루어진 온실을 포항제철에서 생산한 철재로 바꾸는 등의 현대
화 사업이 진행됨.

- (친환경농업 및 식품안전) 한국의 친환경농업의 목적은 1) 안전한 농
산물, 2) 품질개선, 3) 안전 검사 및 4) 환경 보존을 위해 지속가능생산
기술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유지하는데 있음. 대체농업으로써 화학약
품을 쓰지 않고 유기농업 위주로 농업활동이 진행이 되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온실을 활용하
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GAP, 유기농법 및 HACCP와 같은 인증제
도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보증하기도 함.
- (농업기계화) 한국의 농업은 크게 수확후 관리기술의 발달과 농업생산
성의 향상을 통해 발전되었음. 이는 수확 후 관리기술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설비들의 기계화를 통해 가능하였으며, 농업생산성 또한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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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경운기, 파종기, 수확기와 같은 다양한 농업기계를 활용하
면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옴.

- (새마을운동) 새마을 운동은 담벼락 새로이 짓기, 주방개선, 화장실 현
대화와 같은 농촌의 전반적 개발을 위한 운동이었음. 새마을 운동 중
가장 핵심으로 고려되는 부분은 ‘자주적 의지’가 있으며, 이는 자주적
으로 협업을 통한 근면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정신적 교
육이 특징임. 농촌사회에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 영농서비스 및 농업인
들의 교류가 활성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
여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마케팅정책) 한국은 농산품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절
한 농업마케팅 정책을 시행함. 시행한 정책으로는 크게 1) 공급과 수
요의 조화를 맞추는 정책과 2)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는 정책으로 나눠
볼 수 있음.
- (통합공급체계구축) 농산품의 공급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시장
에서의 가격변동성을 낮추고 상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들
을 다양하게 제시함. 이 정책들에는

1) 농민과 공급자 수직통합거래체
계, 2) 계약재배 확대, 3) 농민협동조합 촉진 및 4) 농민과 중개상 사이
의 신뢰 구축과 관련된 정책들이 포함됨.

□ 한국 농업정책 시사점
○ 한국 농업성장에 기반이 된 주요 정책과 활동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같은 농업생산성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모델을 통해 협동조합리더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농민과 농민사이의 유대관계 및 교류를 통한 정
보공유, 궁극적으로는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함.
- 한국의 녹색&백색성장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능했으며, 이를
위해 1) 농업의 기계화와 2) 농업기술투자를 고려할 수 있음.
- 59 -

- 한국 농업의 부가가치의 견인역할을 하는 유기농산물과 같은 친환경
농업에 대해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마케팅과 관련된 정책
및 체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 있음.

□ 캄보디아 산악지역의 채소생산 촉진 사업제안
○ 사업의 목표와 목적

- 이 사업의 목표는 캄보디아 산악지역의 건기 및 우기 때의 배추, 양배
추, 콜리플라워, 감자 등의 채소생산 개선에 있음.
- 이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첫째로 캄보디아 채소생산을 위한 시범단
지 조성과 둘째로 기후에 관계없이 배추, 양배추, 콜리플라워 및 감자
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임.

○ 사업지역 및 수혜자

- 사업지역은 잠재적으로 채소생산이 가능한 지역인 몬돌키리주
(Mondolkiri Province)로 이 사업지역 내에서 선별적으로 사업지역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사업수혜자는 소농과 농민협동조합원들로서 지원되는 가치사슬체계에
속해 있거나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및 주에서 활동하
는 중개자 및 소매상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됨.

○ 주요 프로그램 구성

- (생산자지원) 이 프로그램 활동에서는 농민들에게 생산성이 높은 채소
종자를 지원하고 병해충관리 및 수확후 관리를 포함하는 생산성강화
기술도 지원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적이고 단기적인 지원과 컨설팅 기회도 제공될 수 있음.

- (금융접근성) 이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협
동조합의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이러한 혜택을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프라구축) 고산지대 농산품은 가치가 매우 높으나 지역에 따라 생산
량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는데, 이는 고산지대기후조건이 상이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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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고산지대 농산물의 특성에 맞는 조건을 판
별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GDA 및 몬돌키리
PDAFF와 같은 기관과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연구 인프
라에서는 농약잔유검사, 토질검사, 품질 검사, 재초제 개발과 같은 연구
들이 진행될 수 있음.
- (가치사슬연계) 이 프로그램에서는 협동조합의 관리 하에 운영될 수
있는 저장창고가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농산품의 수요와 공급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한 것임. 뿐만 아니라 최상의 상태를 위해 콜드체인
(cold-chain system)을 제공하며, 이와 더불어 아이스박스 및 아이스 팩
과 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냉매도 소개할 수 있음.
- (시장연계) 시장에서는 시장의 공급 및 수요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중개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 가장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도매업자들의 역할이 중요함. 도매업자들에게 시장
및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
인 농산품공급과 가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역량강화) GDA 및 PDAFF의 담당자들은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같은 프로그램에 협
동조합원 및 지역유지들이 참석하여 한국 전문가를 통해 성공적인 농
촌개발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음. 이런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 강화기술 교육과 병해충 및 수확후 관리
기술이 제시될 수 있으며, 다른 중요 이해관계자들도 이러한 교육훈련
에 참여할 수 있음.

○ 사업의 예상 결과물

- 이 사업을 통해서 크게 6가지의 결과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예상
결과물은 1) 생산자에게 필요한 기술제공, 2) 금융서비스 지원, 3) 새
로운 물리적 인프라 구축, 4) 냉장저장고 및 콜드체인 구축, 5) 효율적
인 시장 가치사슬 연계 및 6) 이해관계자들의 역량강화가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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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수 결과 및 시사점

□ 2018년 중기연수에서는 한 달간 25개의 강의가 진행됨.
○ 정책강의 16강과 현장방문 강의 9강으로 총 25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정책 및 ODA 관련 공통강의 9강과 국별 관심
주제 관련 강의가

○

16강 진행됨.

- 국별로는 몽골 및 캄보디아에 각 5개씩의 KAPEX 공동연구 주제 관
련 강의가 제공되었으며, 캄보디아에는 6개 강의가 지원됨.
농경연의 시니어이코노미스트 2명, 연구원 내 박사가 KAPEX 중기연
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강의를 진행함.
- 원내에서 강의를 제공한 박사들은 현재 KAPEX 공동연구 과제에 참
여하여 참여한 연수생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가능

·

- 시니어이코노미스트들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나라 농업 농촌 정책의
시대적 발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에서 제공 가능하였음.

□ 국별 모임 및 KAPEX 담당자들과의 보고서 관련 모임 진행
○ 국별 연구 진행을 위해 3차례 연구진행,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 발표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음.

○ 정책강의와 같이 KAPEX 공동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
구를 시작하였으며, 공동연구 참여 담당자들과 2차례 보고서 관련 회의
진행

-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지 공동연구조사단과 정보 공유를 통해 공
동연구 주제 관련 한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 조사를 요청

○ 이번 연구내용은 공동연구 조사단에서 조사하는 주제와 관련된 한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하는 것임.

- 중기연수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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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공유하고 이를 공동연구에 반영하게 하는 것이 목적임.

- 더불어 이 연수의 목적은이러한 결과물을 통해 새로운 ODA 사업을
구상하고, 한국의 ODA 사업에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
을 갖는 것임.

□ 국별 연구의 주제는 KAPEX 공동연구 과제의 주제를 기본으로 하여 선
정하였음.

○ 국가별로 캄보디아는 채소류 가치사슬 문제, 몽골은 한-몽 축산업 가공
업체 비교분석, 라오스는 라오스의 농업협동조합을 주제로 국별연구
진행

○

- 국별주제 선정은 카펙스 담당자와 현지 공동연구단과의 논의를 통해
선정함.
최종발표회 이전 각 국별 연구담당자 및 KAPEX 담당자들이 국별 모임을
통해 보고서 및 발표내용을 최종 보완하였으며, 이를 최종보고회에서 발
표함.
-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수정하여 보고서 발간 및 뉴스레터를 통해 공유할
예정임.

□ 국별 연구의 목적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번 연구에서는 공동연구 주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향후
관련

ODA 사업을 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고서 작성이 진행됨.

-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일관성 있지 않다는 의견
이 있어 향후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함.

○ 보고서 내용과 더불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한국의 관련 농업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연수생이 표함.

-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에 대해 KAPEX 국별 담당자들이 토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한국어로 검색하고, 필요한 내용은 번역을 맡겨 연구보고
서가 좀 더 내실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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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생들이 건강 및 식단과 관련하여 연수 시작 전 재확인이 필요함.
○ 이번 연수 참여 연수생들의 지원서에는 식사 및 건강과 관련하여 아무
런 특이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프로그램 중간 이와 관련된 문제
가 발생

- 한 연수생은 대중교통 이용 시 멀미가 심하여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
함에도 이와 같은 특이사항을 적지 않아 현장학습 시 어려움 발생

○

- 또한 생선을 먹지 못하는 연수생이 이를 기입하지 않아 식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함.
-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수생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연수 시작
전 다시 조사할 필요 있음.
연수생들에게 통역을 제공하기 전, 사전연락을 통해 연수생들의 어학
능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몽골 연수생들 모두 영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몽골 연수생
중 한 명은 수준급의 영어실력을 발휘하여 중기연수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음.

- 효율적인 연수 진행을 위해 가능한 영어가 가능한 연수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KAPEX 참가국에 요청할 필요가 있음.

□ 중기연수 기간이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번에 진행된 중기연수는 한 달 기간으로 이전 6개월 및 3개월 진행된
연수기간보다 짧게 진행됨.

·

○

- 짧은 기간에 한국의 농업 농촌 정책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관련 자료를 찾고 논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
견이 많았음.
짧아진 기간에도 중기연수는 장기연수와 비슷한 강의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연수생들이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
로 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됨.

- 이전 6개월 장기연수에서도 총 30강 정도의 강의를 진행, 이번 1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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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중기연수의

25강과 큰 차이가 없음.

·

- 국별 세부 공동연구 주제 및 농업 농촌 정책과 관련된 주제를 포괄하
기 위해서 강의의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음.
- 향후 연수사업에서는 연수기간을 늘리거나 제공하는 강의의 수를 줄
여 연수에서 얻은 정보를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연구
시간을 증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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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4.1. 사업 개요
4.1.1. 배경

○ 우리나라는 OECD DAC국가 회원국 및 G20 국가로서 그에 걸맞은 국
제사회에 대한 기여 및 확대가 요구됨.

- 저개발국의 식량안보와 빈곤탈출, SDGs 달성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
동참하도록 국제사회의 요구가 확대됨.

○ 저개발국은 대부분 농업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성공한 농업 및 농촌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거나 정책, 기술 등의 전수를 희망

○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농업개발협력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부처 간·기관 간 상호 협력이 미흡한 경우 발생
- 기관 간 농업개발협력 사업의 분절화*를 방지하면서도 관계기관의

·

전문성 강화 활용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기관 간 사업의 중복, 행정경비 증가 및 수원국 협의채널 혼선

○ 농업·농촌 정책을 선도해온 싱크탱크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관련 기
관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개
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4.1.2. 목적

○ 농업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학·연의 파트너십 강화 및 정보공유 네트워
크 구축

- 농업개발협력 국제동향 파악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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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개발협력의 전략, 방향 설정을 위한 학술발표 및 토론
- 농업개발협력 사업 발굴 및 시행에서의 정보공유
- 농업개발협력 사업 성공 사례 공유 및 해외농업개발과의 연계

4.2. 사업 내용
4.2.1. 제17회 포럼(제2회 국제 ODA 포럼)

□ 행사 개요
○ 주제

- 국제 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협동조합의 역할과 전망

○ 배경

- 농업 및 농촌 개발 분야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는 2015년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가 승인된 이후 관련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SDGs의 개발 목표 중 1) 빈곤퇴치(1번 목표), 2) 지속가
능한 농업(2번 목표), 3) 바람직한 제도(16번 목표), 4) 협력을 통한 파
트너십(17번 목표) 등은 농업 농촌 부문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적, 제도적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특히

·

협동조합은 농업 가치사슬 체계 내에서 약자로 여겨져 온 소규모 생
산자를 위한 주요 역량 강화 매개체이자 제도로 주목 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관련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운영과 안착을 통해
국제 농업 개발 부문 발전의 밑거름이 될 만한 인적, 제도적 역량 개
발 사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적, 발전적 고찰은 협력대
상국의 기존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 특히 국제개발협력의 다원적 성격을 고려하여, 농업 농촌 분야 개발
협력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IFAD 등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들과의 경험 및 지식 공유는 한국의 협력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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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목적

- 한국의 농업 협동조합 조직 및 운영 경험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의 농

·

업 농촌 개발에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 및 관련 사업 추진 방식에 대
한 함의 도출

-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 협동조합 관련 지원 사례를 공유하여 협력
대상국의 효과적,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도모

□ 세부 프로그램
시간
09:00-09:30
09:30-09:35
09:35-09:40
09:40-09:45

ㅇ등록 (30‘)
ㅇ개회사 (5‘)
ㅇ환영사 (5‘)
ㅇ축사 (5‘)

프로그램

09:45-10:00

기조연설: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과 전망 (15‘)

10:00-10:10

ㅇ사진 촬영 (10‘)
세션 1: 농업/농촌 개발과 협동조합의 역할/중요성

10:10-10:30

발표1-1: 협동조합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 발전전략

10:30-10:50

발표1-2: 빈곤층을 위한 농업 가치사슬 개발과 협동조합

10:50-11:10

발표1-3: 개도국 농업/농촌에서의 협동조합을 통한 개발의 의의

11:10-11:50

토론1: 농업/농촌 개발과 협동조합의 역할/중요성

11:50-13:20

ㅇ점심식사 (90‘)
세션 2: 우리나라의 농업협동조합 경험과 국제개발협력에의 시사점

13:20-13:40

발표2-1: 한국 농업/농촌 협동조합 관련 정책 현황 및 향후 방향

이시혜(농식품부
농업정책국 과장)

13:40-14:00

발표2-2: 한국 농협의 발전경험과 성과

최희원(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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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농식품부 장관
김창길(농경연원장)
김병원(농협중앙회 회장)
Gilbert F. Houngbo
(IFAD 총재)

황의식(KREI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Norman Messer
(IFAD선임기술자문관)
Junko Sazaki(FAO
사회정책/농촌제도 국장)
좌장: 이명수
(우석대 초빙교수)
지정토론:
홍은표(상명대 교수),
김승희(UNDP 자문관),
김경량(강원대 교수),
허장(KREI 글로벌협력연
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안상돈(농협미래경영연구
소 연구위원)
권택윤(농진청
국제기술협력과 과장)

14:00-14:20

발표2-3: 개도국 협동조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주요 요인

14:20-14:50

토론2: 우리나라의 농업협동조합 경험과 국제개발협력에의 시사점

14:50-15:10

ㅇ 휴식 (20‘)
세션 3: 국제사회의 농업/농촌 부문 협동조합 개발협력 사례와 시사점

15:10-15:30

발표3-1: UNDP의 개도국 농업/농촌 협동조합 지원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

15:30-15:50

발표3-2: 굿네이버스의 개도국 농업/농촌 협동조합 지원 사례

15:50-16:10

발표3-3: 라오스 농업/농촌 협동조합 개발 사례와 ODA의 역할

16:10-16:40

토론3: 국제사회 농업/농촌 부문 협동조합 개발협력 사례 및 시사점

16:40-17:00

ㅇ휴식 (20‘)

미래경영연구소 연구팀장)
박성재(KREI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좌장: 정일정(농식품부 국
제협력국 국장)
지정토론:
Vito Cistulli
(FAO 선임자문관),
권태진(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
안동환(서울대 교수),
송양훈(충북대 교수),
김황용(농진청 KOPIA 기
획팀 팀장)

Doley Tshering
(UNDP 아태지역
선임기술자문관)
최은영(굿네이버스
르완다/남수단 지부장)
Khamouane
Khamphoukeo
(라오스 농림부
지역개발/협동조합국
부국장)
좌장: 최지현
(KREI 농림산업정책 연구
본부 명예연구위원)
지정토론:
이학교(전북대 교수),
안성수(한국농어촌공사 국
제협력처 부장)
김태윤(서울대 교수),
이효정(KOICA
경제개발실 과장)

세션 4: 종합토론
17:00-18:00

ㅇ종합토론 (60‘)

18:00-

ㅇ폐회

좌장: 박성재(KREI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토론: 각 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등

□ 참석인원 : 약 245명
○ 사전등록 인원 218명 중 122명 참석
○ 현장등록 인원 54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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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미등록 인원 10명(추정)
○ 주최측(농식품부 9, IFAD 6, KREI 21) 인원 36명
○ 발표, 토론, 좌장(중복인원 제외) 인원 23명
□ 특이사항
○ IFAD 총재, 농식품부 차관, 농협중앙회 회장 참석
☐ 발표

1-1: 협동조합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 발전전략 (황의식, KREI)

○ 개도국의 문제점

- 질 좋은 투입재 구입, 생산, 기술보급, 판매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음. 이
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농촌 빈곤이 해결될 수 있음.
- 라오스의 사례: 투입재 구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함. 이에 따라 종자,
비료 등 구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정책 지원. 한편
농촌 지역 대부분 금리의 경우 월 4%, 전체 연간 50% 넘는 구조를 형
성하고 있음. 이는 빈곤의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음. 농자재, 투입재
구입을 위한 자본이 부족함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이 낮음. 이
는 라오스 농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며, 빈곤의 악순환 해결을 위
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라오스의 협동조합이 주도적인 역할
을 해야 함.

- 종합농협 체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 -> 한국의 경험
- 농가들에 금융을 공급하는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필두로
세 개의 과정(투입재 공급, 농산물 유통, 금융 제공)을 하나로 모아내
는 시도도 해볼 수 있을 것임. 이로써 농업/농촌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 특히나 유통 부분
발전 및 자금 상환을 통한 가계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역할

- 사회주의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협동조합이 사회주의의 도구라고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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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 많이 있음. 이는 개도국에게 협동조합
발전에 있어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협동조합이 농가가 소유하고
조직하며, 공동생산 및 공동 판매하는 기업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서 1인 1표, 배당/분배 등의 요소와 원칙이 잘 갖
추어져 있어야 함.
- 단일농협 및 여러 협동조합이 사업을 형성하는 연합체의 형태가 있는
반면, 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협동조합 구조도 있음.
- 이익의 일부를 통해 자본 출자금을 증가시켜주는 evolving fund는 협
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자본조달 방법임. 개도국에 적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하나의 사업이 주를 이루나, 여러 개의 사업을 담당할 수도 있음.
- 1) 농자재 공동 구입 사업 및 2) 유통 및 판매 사업 중심으로 단계별로
발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농협의 신용사업의 도입 및 성공여부가
관건임. 개도국 농업협동조합의 한 분야가 될 수 있을지 아직은 물음
표가 달려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신용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함. 개도국의 경우, 협동조합을 통한 자본 공급, 그리고 (농산물의) 마
케팅까지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한 역할 할 수 있음.
- 독일의 다목적 협동조합 모델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농업협동조합 모델

- 1) 종류: 전문농협(특정 품목, 신용사업 포함되지 않음) or 종합농협(지
역베이스, 여러 품목, 소농에 적합한 모델임)
- 개도국의 경우 전문 농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농가의 부
족한 자금을 조달해 주는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낮아지면서 협동조합 사업이 약
화되고 있음. 따라서 (금융) 자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함. 이에 따라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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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의 소농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지역 중심의 종합농협 체제로 가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함.
- 협동조합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1) 교육(지역단위 지도자에 대한 교
육 활성화는 부정적인 인식 해소 및 농가 참여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

2) 농업금융과 사
업 연계(한국에서는 7~80년, 협동조합 지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함.
금융 공급과 함께 투입재, 컨설팅, 영농교육, 매니지먼트 문제 등 같이
결합하여 공급해 옴. 재무부와 농림부 간 협력을 통해 농업 금융과 협
동조합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핵심요소이므로, 두 부처의
협력이 매우 중요)가 중요 요소임
☐ 발표

1-2: 빈곤층을 위한 농업 가치사슬 개발과 협동조합 (Norman
Messer, IFAD)

○ 협동조합의 유형은 다양: 유한책임 무한책임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 방식과 조
직이 존재

- 협동조합: 조합원 1인이 1투표권을 가진다는 기본 원리 중심으로 발전
- 농업관련 협동조합이 겪는 나름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같은 문제라 하
더라도 조직마다 다른 대응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사례에 대한) 심
층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함. 즉 농민협동조합이 난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차이를 밝히는 것 필요

- IFAD는 사실상 협동조합을 특정하여 펴는 정책은 없으며, 농민 단체
중 하나로서 인식함.
- IFAD 산하 기관 중 협동조합을 다루는 곳이 있어 IFAD 조직자체적으
로 대응하지는 않음. 결국 협동조합의 형태인지 아닌지는 IFAD에게
중요하지 않으며, 혁신적인 농민 단체로서 의미를 두고 있음.
- 한편 협동조합은 자족 농업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음(특히 가족형
농장은 오랜 기간 존재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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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은 특수한 조직으로 자본주의적 정신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
다도 사람 중심의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음.
- 협동조합은 역사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으나, 각국 정부에서 나
서서 농민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노력 중임.
- 특히 독립성, 자주성이 강화되고 있음.
- 정부 역할은 기업환경(협동조합)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것임.

○ 협동조합의 몇 가지 원칙
-

민주주의 정신: 나라별 수준 차이가 존재함
자본 충족, 조합권, 조합원에 대한 배당 등의 특징을 지님
협동조합이 중요한 이유: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협동조합 조직의 이유 중 하나는 마케팅, 가격, 서비스 강화

NGO, 시민단체, 농민단체가 고루 참여할 필요가 있음.
협동조합은 특히 가치사슬을 실현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일전에 협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국가의 빈곤 정도와 규제 정도를 확
인 한 적 있음. 어떤 경우, 협동조합을

NGO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러한 경우 법적 제약이 많았음.

- 가치사슬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농업협동조합적
성격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작은 기업들이 더 많은 소유권을 갖게
됨. 특히 물류, 공급망에 더욱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 정책입안자, 개발기구가 협동조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영
세 농민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협동조합의 역사를 추
적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오늘날 더욱 중요해짐. 또한, 파프아뉴기니에서 최근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공정거래가 강조됨. 원칙은 바이어의 이익을 농
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

- ‘금융’이 매우 중요. 농업협동조합이 대기업과 경쟁하려면 자본과 혁
신이 필요함. 이것을 risk capital이라고 하는데, 이는 농업분야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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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소개됨.

- 협동조합이 협업을 통해 외부 자본을 끌어드리면서 자회사를 차릴 수
도 있고, 협동조합 내부에 이윤을 추구하는 다른 조직을 만들 수도 있
는 등 외부에 둘 수 있는 투자 구조가 2가지가 있음. 대부분의 나라,
특히 중국의 경우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2-layer 구조로 활용하고 있
음. 성과를 살펴보면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는 공공 부문의 개입이 되
었던 경우임.
- 협동조합이 생기면, ‘노화’라는 문제가 존재함. 한편 정부에 대한 ‘접
근’및 ‘교육’이 중요함. FFS(farmer field shool)는 풀뿌리 단체나 농민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기관임.
- IFAD 주안점: 공정무역, 유기농 농업, 계약농업(어떠한 작물의 경우에
는 소규모 농가 대상일 경우 이윤이 훨씬 컸음)
- 중국사례: dragon head enterprise는 차(tea) 와 인터넷 회사의 협약형태
로 운영함 -> 수퍼마켓으로 공급
- 남미사례: 커피생산 협동조합
- 유럽사례: 과일 협동조합/ 우유생산 협동조합도 큰 역할
- 이처럼 협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은 여러 예시로 살펴 볼 수 있음.
- 공급망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 협동조합을 더 잘 이해하기 위
한 노력을 하고 있음. 특히 갈수록 가치사슬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

1-3: 개도국 농업/농촌에서의 협동조합을 통한 개발의 의의 (Junko
Sazaki, FAO)

☐ 발표

○ 개도국의 일반적인 농가 규모

- 대부분 가족농(및 소작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 지어지
는 땅의 72%가 2ha 미만이며, 소규모 가족농의 대부분이 빈곤을 겪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소규모 소작농과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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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요소

- 경작지가 시장에서 떨어져있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게 됨
- 토지가 너무 소규모 농업이기 때문에 기계화나 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한계점

- 자산이 부족하고 신용 금융에 대한 자금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
자가 어려움

- 성 불평등 때문에 업무상 어려운 점 발생

○ 1990년대 국제경향
-

정부의 역할 축소
정부지출부분의 구조조정
민간화와 분권화
제도적 변화
다원화와 무역자유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소작농들은 경쟁력 제고, 교육 등에 대하여 배제
되는 상황이 발생함.

○ 농업개발에 대한 함의

- 국가 주도의 사업에서 현재는 다원적인 서비스 환경 지원으로 변화 ->
국가가 더 이상 모든 것을 제공해주지 않다는 것을 의미

- 예전에는 생산성 위주 사업이었다면 이제 수익성으로 초점이 변화함.
- 어떠한 작물이 수익성이 있는지에 대해 더 초점을 맞춤.
-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기계화에 대한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농민의 필요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됨.
- 이전에는 개별적 농민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농민조직 역할의 중
요성을 바탕으로 농업개발과정이 이루어짐.

○ 협동조합 역할
- 직·간접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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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 있는 고객이자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주체
거래비용 감소
경제의 규모화 실현
시장의 요구와 기준 충족
자산의 집합적 축적과 사회기반구축 투자를 실현
서비스 제공자 및 시장 주체들과 계약 협상
여성, 소농 등을 대표해 정책적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
는 조직

○ 생산자 관점에서 본 협동조합 - FAO 시각

- 서비스, 시장,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 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시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운송비 감소, 경제의 규모화, 시장 기준과
필요를 만족시키는데 기여함.
- 농민들에 대한 권리 보호와 로비, 협상 및 요구를 대신 전달할 수 있
음.
- 이런 것들이 바로 농업 부분에서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는 부분임(소규모 농업인들에게 특히 더 중요).
- 협동조합이 서비스, 시장, 정책과 제도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
게 된다면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 경쟁력이 향상되지만, 이게 실패하게
되면 시장실패 및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도 하며, 시장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

○ 외부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요인들

- 협동조합이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제공
- 조직 실패에 대한 위험을 준비하고, 조직의 계획과 역량강화에 힘쓰며,
수평적, 수직적 관계를 잘 연결해야함.
- 이해관계자들의 능력과 협업이 중요한데, 이런 메카니즘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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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의 교훈(FAO 사례)
-

협동조합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야 함.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현지에 대한 이해도 중요
다른 시민사회와 부분들이 서로 참여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
성장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인내 및 이해가 필요함.

○ 내부적 요인
-

조직 역량
기술 경쟁력
조합원들을 위한 매점(판매통로) 및 로열티 제공
운영과 제도

○ 외부적 요인
-

장기적 관점에서의 목표 설정 및 정책 일관성
지원기관과 사회기반시설

(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각 단계별 연결성과 협업 메카니즘 구축
관련 정책 및 제도 준비

○ 정책적 함의

-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함.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며, 전체적인 장
기 역량개발도 필요함.

○ FAO의 협동조합 지원 형태

- 5가지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가 가장 크고, 남미, 중앙아시아, 아시아 순으로 지원
- 가장 큰 부분은 역량강화, 다음으로는 지식창출 및 공유, 협동조합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시장연계성 지원, 기타 참여 순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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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O는 주로 정책이나 규제 관련 프로세스에 대하여 지원해주고 있으
며, 이외에도 제도 현황 분석,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 분석, 지원서비스
시스템 평가, 역량개발, 증명 가능한 모범사례 제시 등에 역점을 두고
자 함.

○ 마무리 의견

- 가치사슬 발전 및 소득 창출을 연결시키기 위해 농업생산자(협동조합)
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로써 빠르고도 더 폭넓은 범위에서 농
촌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1세션 토론

○ 홍은표 교수(상명대학교): 황의식 박사(KREI) 발표에 대한 의견

- 협동조합의 활용을 통한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농업 가치사슬 및 협동조합의 역할을 다룬 발표라 생각함. 농업협동조
합이 농촌 지역의 빈곤을 퇴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함.
- 개도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포용적인 협동조합을 구축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5가지 전략 언급함. 5가지 전략은 지도자의 교육과 단위 및
개별적인 협동조합의 구축을 포함함. 예를 들어 설명한 라오스의 설명
은 유용한 사례라 생각함.
- 그러나 개도국 자체적으로 협동조합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행할 수 있
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개도국의 경우 인적 및 재원의 부족 문제
로 인해 협동조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음.

○ 김경량 교수(강원대학교): Normen Messer(IFAD) 발표에 대한 의견

- IFAD에서 발표한 협동조합의 역할에 동의함. 보다 현장에 접근하자면
10년 전 베트남에서 사업 추진 시 협동조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생산자와 농민조직을 형성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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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책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ODA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농업협동조합과 관련된 ODA 사업을 추진할 경우 생산자와 농민조직
중 어떤 행위자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또
한 협동조합이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구상할 필
요가 있음.

-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개도국의 성공한 사례를 보면 조직원 간 이해관
계 일치, 소득 보장, 시장 접근성 확보 등 전제조건이 형성된 상황에서
만 협동조합의 체계는 작동할 수 있음. 따라서 단순히 주민들을 교육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성공 모델을 먼저 발굴하는 것
이 필요함.

- 르완다의 씨감자 협동조합의 경우 시장이 확보되고 농가의 소득이 보
장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성공한 협동조합
모델이 먼저 부각되고 농가에서 농가로 성공적인 모델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한국 또는 선진국의 성공방식을 그대로 개도국에게 전수하려는
태도는 경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허장 박사(KREI): Sazaki Junko(FAO)의 발표에 대한 의견:

- 소농과 가족농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음. 그동안 소농과 가족농
은 사회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음. 이들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최근의 개도국의 도시 인구 증가 현상을 고려하였을
때 국가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
합과 관련된 정책지원은 소농 및 가족농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에서는 마을 단위의 조직이 대부분 중요함. 따
라서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내고 잠재성을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 판단함. 각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 및 경제조직의 원리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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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것을 어떻게 협동조합의 구조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
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한국의 경우 계 및 두레라고 하는 사회조
직의 원리가 있었음.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존
의 사회조직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동조합 체계와 연계하는 것
이 중요.

- Sazaki Junko 국장(FAO) 답변: 의견에 동의. 특히 최근에 중요하게 부
각되고 있는 이민,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 청년 농업층의 육성, 농촌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한 소농 및 가족농을 위한 투자가 증대될 필요가
있음. 특히 거주자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개별적인 협동조합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상호협동을 통
한 협동조직의 작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다고 생각함.

○ 김승희 자문관(UNDP)

- 개발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어떠한 도전과제가 농업 및 농촌개발 관계
자에게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현재 1) 다수의 농가의
경우 빈곤 상태에 놓여있음. 2) 시장 및 자원으로의 접근성 부족, 3)
인구 구조의 변화 및 도농간 격차 확대, 4) 기후변화, 5) 기술발전 6)
세계화 등 이러한 요인들이 개도국 농민들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
하고 있음.

- FAO에서 제안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농업 및 농촌 지원 방식에 변화
가 필요함. 현재까지 분산되어 있던 정책들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이와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사안은 농민들이 협동조
합 체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
은 농민의 소득 보장, 관개 및 자원으로의 접근성 보장, 모든 농가를
포용할 수 있는 구조, 농가의 자원 역량 강화, 농가의 보험 역량 강화,
농가의 위험으로부터의 탄력성 강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유지, 성
차별의 철폐임.
- 개도국의 대다수의 농민은 여성이므로 여성 농민의 사회 참여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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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농가의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교육은 지방, 마을 단위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농민과의 직접 소
통함으로써 이들의 의사결정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민뿐
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 이해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현재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여러 문
제를 하나로 보아 통합적인 정책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안상돈 박사(농협 미래경연연구소)

-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중요한 것은 개발 중심의 차원을
넘어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
하는 것임. 이에 맞추어 정책의 패러다임 또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
계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은 강자와 약자의 상생조합을 위한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은 개발을 통한 낙수효과와
분산을 통한 분수효과를 함께 창출하는 것임. 이로 미루어 볼 때, 협동
조합의 유용한 정책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협동조합 간 연합의 틀을 구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며 농촌 일자
리 및 인프라의 연계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이 마중물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따라서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성 유지를
목표로 하여 협동조합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권택윤 박사(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 포럼에서 얘기된 사안 중 협동조합과 함께 중요하게 논의된 부분은 농
업 생산성임. 현재 저개발국의 경우 농업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소규모 농가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은 쉽지 않음. 한국의 경우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증
대를 달성할 수 있었음. 향후

ODA 사업에서도 농촌진흥청을 통한 농
업기술협력이 확대되길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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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2-1: 한국 농업/농촌 협동조합 관련 정책 현황 및 향후 방향 (이시혜,
농식품부)

○ 한국 농협의 개요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이용을 통해 혜택을 누리는 구조. 한국의 경우, 농협 조합원을 농업인
으로 규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삶의 질의 향상에 목적을 두
고 있음.
- 인적, 물적 결합이 중요. 농업 생산자가 협동조합원이며, 농촌주민(비
농업인)은 준조합원이 됨.
- 조직과 지배 구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농협을 1단계, 품목 2단
계

- 지역조합: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임.
- 사업 추진 방식: 경제사업, 신용사업, 농업인 교육 지원 등을 포괄적으
로 수행하는 종합 농협체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한국 농협의 위치: 한국의 농업인 수는 16년 기준으로 250만 명이며,
이 중 조합원은 225만으로 거의 90%에 육박(농협에 소속되어 있음).
- 농업인들이 지역 조합을 통해 원예 60%, 양곡 51%, 축산 39%를 출하.
농협을 통해 시장에 판매하는 유통구조임.
- 정책자금 운용: 농협은 농업 관련 정책자금으로 연간 25조원 정도를
(대리하여) 운용하고 있음. 즉 농협에서 농업정책자금의 75%를 관리

○ 농협개혁의 과정

<정부 주도적 발전>
- 한국농협의 발전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조직과 사업 모두
정부 주도로 제도화되었음. 이로 인해 평가가 엇갈리기도 함(한국의
농협정책 적용에 대한 판단에 있어 다양한 견해 존재). 자재 지원, 생
활물자 공급, 농업금융 사업에 있어 전국적으로 유사한 기준을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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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으며, 농협 경쟁력의 고른 향상 및 균질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
었다는 면에서 전국 단위 조직화 방식이 유효하지 않았나 싶음. 현재,
조합의 민주화, 유통시장 다양화, 지역조합의 이해 다양화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발전이
요구됨.

<농협의 역사>
- 농협은 57년 법제화됨: 51년부터 마을단위에서 생겨나고 있었으며, 법
제화 과정을 통해 농협법을 만들었음. 농협이 일부 신용사업을 담당하
기는 했지만 초창기에는 경제사업 위주였음. 그러나 농촌지역의 고리
채 문제를 비롯하여 금융기반 취약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금융
문제 해결위해 별도로 농업은행을 설립하였음. 신, 경 분리 체제였음.
그러나 농업은행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많았음.

- 60년대: 농업은행과 농협 통합, 종합농협체제 출범
- 70년대: 마을단위 농협 경제사업 추진 한계 -> 읍면 단위로 확대 통합
- 80년대: 3단계 농협구조, 비효율적이었음. 시군 조합을 폐지하고 중앙
사무소로 흡수 -> 2단계 구조로 통합하였음. 한편 민주화도 이뤄짐(그
동안 정부 주도의 농협 운영 -> 직선제 방식 도입)
- 90년대~2000년대: WTO 출범, 한국농업의 위기, 농협에 대한 기대 ->
농업인 소득지지, 농산물 판매 등 경제 사업에 치중할 것이 요구됨(농
민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함)
- 2000년대 이후: 농협사업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은 대표적인 화두가 되
었음. 종합농협 체제 출범 초기 다양한 이점을 드러냈으나 점차 수익
이 나는 신용사업 쪽으로 자본금이 많이 배분됨 -> 농업 환경 대응을
위한 농업인들 대상 판매 기능이 위축되고 있었음. 이는 잘못된 사업
구조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라는 상황인식이 많았음.
- 사업구조 개편: 중앙회 하나의 법인에서 수행하던 것을 1) 중앙회 2)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 -> 자본금 규정/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법제화
- 농협정책의 흐름 종합: 1) 시대적 흐름/정부의 정책적 변화 및 수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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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대별로 농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3) 사업운영 효율성
영

및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도 개선

○ 주요 사업: 경제, 교육지원 사업, 신용사업
-

1) 경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조/가공/판매하는 기능
2) 교육지원: 경제활성화 지원, 농업생산 지도, 의료 및 복지후생
3) 금융: 여신, 수신 등
지역조합: 교육지원 및 신용 지원을 동시에 실시
품목조합: 경제사업 지원 및 조합원 교육 지원
중앙회: 교육지원 및 신용사업을 금융지주 및 경제지주가 각각 수행

○ 앞으로의 방향

- 농협은 농업/농촌에 많은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크게 성
장함(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큼). 그러나 그 동안의 성장에 반해 지금의
여건은 좋지 않음. 특히 농협의 근간이 되는 농업, 농가인구 및 농촌인
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시장개방으로 농가소득은 정체하고
있으며, 시장 유통 여건 또한 변화되고 있음. 특히 대형업체의 시장 조
절 능력(지배력)이 커져 농가 및 농협 차원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
황임.
-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정부 정책은, 농협에서 농산물을 책임
지고 판매하는 판매 역량 강화임. 또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함으
로써 농업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임.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경우, 경제사업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상호금융
에 있어 컨트롤 타워의 역할 하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 중임. 지역 조합
의 경우,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마련에 집중하는 방향
으로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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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 개요

2-2: 한국 농협의 발전 경험과 시사점 (최희원, 농협)

- 농협의 시초: 1961년 8월15일 설립됨
- 중앙회는 지역농협에 출자 배당을 하게 되며, 농업인 역시 출자를 하
는 이중구조를 지님

- 3가지 사업 부문을 지님: 금융, 경제사업, 교육 및 기타 지원
- 농협의 구조: 경제사업(판매사업 등) 및 금융사업의 양 축으로 이뤄짐

○ 농협의 역사
-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식량증산
새마을운동, 상호금융 등
농기계 확산
유통 혁신에 주도적 역할
농촌 활성화 운동

-> 도농교류 확대

농협 사업구조 개편

<1970년대: 단위 농협의 출현>
- 상호금융을 통한 농촌 고리채 해소
- 상호금융은 한국 농업 성장의 엔진 역할을 담당
- 농협이 생필품 사업에 관여함으로써 일정 부분 생협의 역할을 담당함
- 이는 소매가의 감소를 유도함
- 새마을운동은 지도자 양성이 큰 축이었으며, 농협이 여기에 큰 역할을
담당

- 소득증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1980년대: 3단계 조직에서 2단계 조직으로 변화>
- 업무 구조의 중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 간소화
- 인구 감소에 따라 농업 기계화가 진행되었으며, 여기에 농협이 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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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담당

- 농기계 임대 사업, 농기계 관련 서비스 사업을 진행
- 농협 주도의 산지 조직화가 이뤄짐
- 많은 농협 수퍼마켓이 생겨남
<1990년대: 농협 민주주의의 위기>
- 농업의 개방화가 이뤄짐
-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에 혜택을 가져옴
<2000년대: 조합장 시스템 도입>
- 구조개선 작업의 실시
- 재정건전성이 개선됨

○ 농협의 특징

- 60년대에는 탑다운, 80년대 바텀업 방식으로 발전해옴
- 조합의 형태 -> 전문 vs 종합
- 종합 조합: 규모화에 용이함. 원스탑서비스가 가능함. 영농뿐 아니라
농촌 생활에서 서비스 제공의 역할도 담당

- 정부 정책 사업의 대행: 정부와 농협 모두에 유익한 윈윈 전략이라고
생각

- 규모화에 14년의 시간이 걸림

○ 시사점
-

조직구조: 중앙회-회원조합의 2단계 구조

-> 기능적 효율화를 지향
종합농협은 안정적 경영에 용이 -> 경제/신용/정책사업/지도를 겸영
조합금융과 은행금융을 주 수익원으로 하여 성장함

정책과 긴밀한 공조가 이뤄졌으며, 조직구조의 효율화를 빠르게 이룸.

☐ 발표

2-3: 개도국 협동조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주요 요인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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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

- 협동조합의 기원은, 어떻게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으로 봄

- 개발도상국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점차 합리적
이고 공정한 사업형태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로 변화하는 추세

○ 왜 협동조합인가?

- 협동조합은 인격조합체라고 하는데, 이는 물건을 단순히 사는 행위뿐
아니라 구매하고 또 그 조합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동시에 다발적 활동
을 진행하기 때문임. 조합원들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 통제에 의
한 회사체(ICA)로 조합을 운영한다는 특이점이 있음.

·

- 협동조합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나눠 주어야 함.
- 협동조합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득을 이용정도에 비례하여 배분함.
- 협동조합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투자하고 판매한 만큼 그 조합
에 남아 있으려는 경향이 나타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일반 사기업과는
다름.

○ 개발도상국에서 협동조합의 개발

<협동조합 활동>
- 개발도상국에서의 왜곡된 농민협동조합에서는 정부 관리들이 협동조
합을 통해 발생한 이득을 부당하게 가져가고 조합원들이 마땅히 얻어
야 하는 이익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또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였는데, 이런 정부 주도
의 개발이 시장 실패를 가져왔으며, 70년대 이후에는 개도국에서의 협
동조합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데, 협동조합 자체의 문제보다는 운영
상의 문제라는 판단이 지배적임.
- 1980년대에는 정부가 협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를 도와주지 않아 정부
의 정책에 기대던 경쟁력 낮은 협동조합이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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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90년대부터 협동조합의 자주적 성장에 대한 고민이 시작됨.

- 협동조합은 정부에 땅을 빌려주고 자기는 고용되어 그 곳에서 일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며, PPP와 연계된 사업도 진행되고 있음.
<성공 사례>
-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적금 및 신용관련 협동조합 사업, 독일에 의
해 진행된 에콰도르 신용협동조합 지원 사업, 탄자니아 협동조합 및
농촌개발은행(CRDB) 사례, 우간다의 Bugisu 협동조합(BCU) 사업은
협동조합의 우수한 사례를 보여줌.

○ 한국의 농업협동조합, 농협

- 농민들이 농번기에 가장 급하게 필요했던 것은 쉽고 용이하게 빌릴 수
있는 금융 관련 서비스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농민협동조합(농
협)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27년간 정부의 통제 아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협동조
합이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준비시간을 갖게 됨.
- 농협의 사업 다각화: 소농들을 위한 다양한 농업 프로그램 진행
- 한국의 신용조합: 1960년대부터 자주적인 관리와 참여가 이룬 성공적
케이스임. 2017년 현재 895개의 조합과 597만 회원들로 이루어짐
- 1) 조합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2)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중앙기구를 만들며, 3) 규모를 키워 이득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함.

·

○ 시사점
-

협동조합에 적절한 이해 필요
이익 실현을 위한 사업 아이템 개발 및 적정규모 구축 필요
유연한 협동조합 구조
정부의 적절한 역할 필요
외부에서 협동조합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 유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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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션 토론

○ Vito Cistulli 자문관(FAO)

- 협동조합은 정치적으로 헌신해야함.
- 협동조합을 역동적인 조직으로 여기고,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야함. WTO 협상에서도 협동조합을 통해 농업 조합 조항이 바뀜.
- 포용과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협동조합을 위해 써야하는 모델 선정 시
맥락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함. 각 협동조합의 전문성을 살
려서 협력해야하나, 국가마다 상황이 다름. 상향식으로 해야 할지, 혹
은 한국처럼 정부주도의 하향식으로 해야 할지는 사례에 따라 판단할
필요

<개도국에 주는 함의>
- 기술적인 부문을 개도국에 지원해야 할 필요. 특히 역량개발(경영, 거
버넌스, 비즈니스)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음.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며, 특
히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함. 정책을 입안하는 것 말고도 재정 등 다양
한 정책이 어우러져야 할 필요. 또한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함.
- 다양한 증거를 보강/도출해야함. 정책이나 정책 환경이 협동조합에, 그
리고 협동조합이 사회에 어떠한 증거를 미쳤는지, 사례를 다양하게 보
강해야함.
- 다양한 방법론, 분석틀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부
분에 대한) 분석학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함.

○ 권태진 박사(GS&J).

- 개도국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이 거의 전수되지 않음.
따라서 수원국 농민의 농업 관련 실제 수요를 파악해야하고 농업 상
황, 경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함.

- 개도국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기초 교육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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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환 교수(서울대학교)

- 라오스의 경우, 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교육이 필요. 이를
통해 제도 개선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 KSP 사업을 통해 진행
된 바와 같이 협동조합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역시 필요함.
- 협동조합에 필요한 단계별 접근법의 차용: 2-track 접근을 적용할 필요
가 있으며,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관련 성공 요인의 공유, 확산 필요.
- 농협의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협동조합 관련 초청연수
시 그 내용을 농협을 중심으로 보강을 하는 것도 필요함. 또한 농협 현
지법인의 역할을 잘 살리는 것도 한국 농협이 추진해야 할 과제임.

○ 송양훈 교수(충북대학교)

- 농협 사례를 ODA에 적용하기 전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정책 대상 농업인(들)이 생계형인지 복합형인지 파악이 되어야
함. 즉 상업농을 지원하고자 하면 적용 방식이 달라져야 함. 한편 규모
의 경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범위의 경제(scope of economy)도 고려할
필요. 생계형에서 상업농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나 한국 농협 모델의
원활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 협동조합을 만들자고 하면, 강제로 협동조합에
참여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함.
- 향후 북한에 대한 ODA 규모가 커질 것이고, FDI (외국직접자본)도 북
한에 유입될 것이며, 미국에서 농업분야 실무자도 북한을 지원하려 할
것임. 이를 감안하여 한국 농업 ODA 정책을 계획해야함.

○ 김황용 박사(농촌진흥청)

- 농진청은 400-500개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며, 그 중 30개 정도
는 지역, 마을을 기반으로 한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음. 현지 농업기
술을 전해주고 적절한 비료, 물을 공급하는 등 농업 생산성을 높이려
고 함. 그러나 그 후에 생산량이 많아진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
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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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 이후에도, 재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내 자본이 몰리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잉여 생산물은 어떻게 관리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따라서 협동조합의 기능이 매우 필요하며 유익할 것으
로 판단함.

3-1: UNDP의 개도국 농업/농촌 협동조합 지원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 (Doley Tshering, UNDP)

☐ 발표

○ UNDP 소개

- 농업협동조합을 위한 UNDP의 특정한 전략적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연자원 관리,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서 협력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

- UNDP의 업무는 빈곤퇴치, HIV, 자금조달 중 신용 제공, 생태계 유지,
생태계 다양성 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함. UNDP가 생태계 다양
성, 특히 종 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세계 대부분의 빈곤층이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생태계로부터 대부분의 자원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임.
- UNDP의 EBD 프로그램 소개: 생물 다양성 관련 지원 금액은 현재 50
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며, 165개 국가와 협력해오고 있음.
- 최근에 추진 중인 핵심전략은 생태계 다양성을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
에 포함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2가지
주요 접근방식은 역량 강화 및 천연 자원 관리임.

○ UNDP 프로젝트 소개

- 인도(해양 보존 구역 설정): 사업의 중요한 부분은 자조그룹 또는 농민
그룹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또한 자조그룹 회원들을 대상
으로 대출 자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협동조합을 활용할 경우 농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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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인도 사업의 경우, 토지 사용에 대한 결정
시 마을의 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소외되는 경우 발생하
였음. 주민 단체 회의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의 조직 집단화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또한 참여
적인 토지 사용 결정을 지원하고, 민간 부분과의 협력 활성화를 지원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네팔(습지 보존 관련 사업): 농가의 토지 사용을 개선하기 위환 활동을
지원하였음. 사업의 시사점은 마을집단이 동질적인 특정을 보였으며,
성평등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 활동이 유용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더
많은 마을 집단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나타남.

- 쿡 아일랜드: 마을 조직들이 기업을 형성하여 공동체적으로 사업 활동
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개하여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였음.
- 콜롬비아: 지속가능한 커피 생산을 목적으로, 소규모 농민들을 조직하
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농민들에게 돌아가
는 혜택을 증대하고자 하였으며,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요한 점은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단(양수 지원 사업): 신용 제공 등 여러 활동에서 개별 농가의 경우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활동으로부터 수혜받는 것이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남.

- 녹색 상품 사업: 친환경 사업 추진할 경우 중요한 것은 국가 작물 플랫
폼을 계획하여 민간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효과적인 협동조합 사업 추진을 위한 교훈

- UNDP의 다양한 사업을 검토한 결과, 커뮤니티가 또는 협동조합의 가
장 중요한 것은 농가의 신용에 대한 접근성인 것으로 나타남. 개인의
활동을 넘어 협업을 통해 농가들의 권리가 높아질 때 사회적 자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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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직간접적 혜택이 창출됨.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포용
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관리 가능한 조합원 수 유지, 적합한 협동조합
활동 추진 등임.

3-2: 굿네이버스의 개도국 농업/농촌 협동조합 지원 사례 (최은영,
굿네이버스)

☐ 발표

○ 포럼을 준비하며 가졌던 큰 질문 2가지

- 협동조합의 성공요건
- 시행기관으로써 협동조합을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지

○ 굿네이버스 소개

- 굿네이버스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1991년 시작, 기아 근절과 조화로운
삶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굿네이버스 설립. 35개국과 현재 일하고
있으며, 198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음.
- 개도국 사업은 주로 커뮤니티 개발 사업이고, 커뮤니티 기초 생활 지
원과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단위의 사업을 하고
있음. 전방위적인(as

a whole) 접근법 차용. 교육, 보건, 농업/농촌 등
170만 커뮤니티와 사업을 하고 있음.

○ 사업 시 애로사항

- 개발이 각기 다른 층위에서 진행되고, 펀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함. 그 결과,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 과제로 뽑고 있음.
-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가 많을수록, 동기부여가 잘되고, 소득이 증가되
며, 다른 지역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면서 결국 지역 전체의 역량강화
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보임.

○ 지역 모델 대안을 개발한 이유
- 93 -

- 분야별로 모델을 개발했지만, 실효성이 없었음.
- 굿네이버스에서는 지역개발펀드를 운용하였는데, 협동조합 또한 이 지
역개발펀드에 접근이 가능했음. 지역주민 참여가 많이 늘어났고, 파트
너십과 주인의식이 생겼음. 협동조합과 소등증대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여타 NGO는 보통 기술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
음.
- 지역과 오랜 사업을 해본 결과, 굿네이버스의 경험 상 협동조합과 협
업 시 지역발전에 효과가 좋았음.
-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여주는 가치사슬에서 보면, 사회적인 경제 및
기업을 이루고자 노력했고, 2013년에 소득창출 종자(seed)펀드가 생김.
- 현재 농촌지역에서 WFP와의 협업을 통한 새마을 운동 프로젝트도 하
고 있으며, 낙농업 등 소득창출 활동 추진 중임. 르완다의 경우 4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나, 정부는 이를 경제주체가 아닌 사회적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르완다 정부는 협동조합을 위한 TF를 만들어서 홍보를 시작했고, 르완
다의 관련 협혁기관과 같이 일함. 협동조합 등록 숫자가 10배 증가함.
2012년 센서스 데이터를 보면 55.3% 인구가 협동조합 1군데 이상 가
입함.
- 농업부문이 협동조합원이 가장 많음. 성비는 반반. 자기 자본도 상당히
증가함.
- 르완다에서 여러 활동이 경제에 큰 기여를 하지만 그 중 농업이 가장
중요함. 정부 지원 시스템이나 보조금 프로그램을 보면, 비료, 작물, 종
자를 도와주는 부분이 있음. 많은 농민 그룹이 협동조합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협동조합 지원 시 ODA 펀드를 활용하여 상향식 접근 방법
을 주로 활용함. 특히 미소 금융을 많이 활용함.
- 협동조합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특히 개도국에 가면 1인 1투
표권이나 사는 지역이 너무 다르거나 멀어서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 다향한 방식의 소통방식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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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이 인프라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다만 이때 협동조합은 상향식으로 운영해야함.

○ 교훈

- 평가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다양한 단계의 협동조합이 있음. 어떠한
조직인지, 재정, 구성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어야함. 이를 토대로 더 좋은 개발을 할 수 있음. 자세하게 컨
설팅도 하고 모니터링도 해야 함. 많은 NGO가 현재 이러한 사업에 참
여하고 있고,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지역에,
적절한 인력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져야함.
- 비즈니스 플랜 구축의 중요성: 거버넌스가 좋아야 함. 항상 견제와 균
형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중요. (협동조합 활동의) 기록 및 문서화
능력도 중요함. 농업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대규모
비용 및 운용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협동조합 혼자 할 수 있는 것

ODA 펀드가 필요한 이유임.
- 여성 리더십 증가 필요: 지역개발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성과를 볼 때
여성 지도자의 성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함.
- 저금리 금융 제공의 중요성: 굿네이버스 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에 가
입하려면 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야함. 그 후에 지원을 해줌. 조합원 간
의 연대성도 중요. 상향식이건 하향식이건 조합원들의 관계가 중요함.
이를 토대로 더 나은 리더를 뽑을 수 있음. ODA 펀드가 농업으로 들
어갈 경우에는 협동조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보통 5년 이상의 펀
딩이 필요함(많은 경우 1년만 협동조합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 예산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협동조합에는 다양하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
- 공여국과 협동조합간의 지속가능한 협업이 필요함.
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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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라오스 농업/농촌 협동조합 개발 사례와 ODA의 역할
(Khamouane Khamphoukeo, 라오스 농림부)

☐ 발표

○ 라오스의 농업협동조합 역사 소개

- 1975~1986년까지 라오스에서 많은 협동조합이 생성되었음. 초기에는
협동조합 부서가 총리실 소속에 있었으며, 현재는 국으로 창설되었음.
1975년 경제개혁을 통해 라오스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생성됨. 이후 협
동조합을 없앴으나, 2010년에 들어와 농업협동조합 시행령을 제정하
였으며 이후 2012년 농업협동조합국이 창설되었음. 이후 2017년 조직
개편 통해 지역개발 협동조합부가 농림산업부 산하 새로운 국으로 자
리잡게 되었음.

.
-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라오스에서 새롭게 생긴 경제 메커니즘은 다
음과 같음. 이 시기 처음에는 4,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조직되었음. 협
동조합의 역할은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연대를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
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한 교훈은 사회, 식량, 안전의 중요성이었음.

○ 라오스의 농업협동조합 역할 소개

- 라오스의 농업협동조합은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산량을 향상시킴으로
써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소규모 자급 농업에
서 상업농, 대규모 농업의 전환을 달성하는 것을 라오스 농업협동조합
의 2020년까지의 목표임.
- 이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은 1) 식량 생산(쌀, 축산), 2) 상업용 생산과
축산, 그리고 소득작물(쌀, 카사바, 커피, 고무나무, 사탕수수 등)에 집
중하는 것임.
- 라오스 농업협동조합의 3가지 목표는 1) 경제 및 문화적 삶의 개선, 2)
농촌경제 활성화, 3)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임. 라오스는 소규모 농
업에서 출발하여 생산자 단계, 농업협동조합 추진화 단계를 거쳐 점진
적으로 나아가길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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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농업협동조합국은 2017년에 창설되었으며, 라오스 농림부에
소속되어있음. 조직의 역할과 권한은 1) 농민 조직화 확산 및 관리, 2)
농업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령 제정, 3)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라오스
농촌개발 도모, 시스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임.

○ 라오스의 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애로사항

- 현재 아세안 지역에서 농업협동조직이 확대되고 있음. 라오스 협동조
화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으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
식, 협동조합을 구축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부재, 협동조합에 대한 모범
사례 부재, 협동조합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의 부재, 농업협동조합의
농산물 시장으로의 접근성 부재, 라오스 농업협동조합을 개발하기 위
한 구체적인 교육 및 기술 전략 부재, 라오스의 상업화농 부족으로 인
한 낮은 시장 경쟁력 등이 존재함. 예를 들어 라오스와 국경을 인접한
태국의 경우,

100년 전부터 협동조합 모델을 구축하였음. 이에 따라 상
대적으로 라오스 농업협동조합의 경쟁력은 낮은 상황임.

○ 향후 한국과의 협력 희망 사항

- 2013년부터 KREI와의 MOU를 체결하였음. 2018년 이후 KAPEX를
통해 라오스 농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이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KAPEX를 통해 ODA 사업
을 발굴하기 위하여 협력해오고 있음. 한국의 KAPEX 프로그램을 통
해 한국의 협동조합과 관련된 유용한 접근법, 경험을 전수받았음. 이
와 관련하여 정책 연구, 워크숍, 연수 등을 추진함.
- 향후 협력 희망 사항은 향후 라오스 협동조합 추가 형성 예정(라오스
농업협동조합 시행령), 협동조합 메커니즘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 등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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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션 토론

○ 이학교 교수(전북대학교)

- 경험과 시사점: 아프리카 우간다, 미얀마에 협동조합 사업에 참여한
바 있음. 결국 보편적 해결책은 찾아낼 수 없었음. 다양한 환경과 다른
형태가 존재함. 무모한 시도였다는 생각도 하게 됨. 우간다 사업 경우,
원조의 덫에 완전히 빠져있었으며 성공한 사업의 효과가 확산되기 어
려웠음. 미얀마 사업의 경우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성공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

- 협동조합은 정체된 공동체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
-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요소들이 결합되어야만 해결이 될 수 있음. 한
국 경험 비추어 보면, 정부의 역할이 큰데, 실제 사업에서는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위험요인이 큼. 일반적으로 보면 NGO의 열정,
에이전시의 프레임워크와 스킬, 연구 부문의 적정기술 등이 결합되어
야 함. 지금 너무 개별화 되어 있음. 모든 기관들이 그냥 사업에만 참
여하고 있음. 인문학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성과가 연동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한국 농협에는 다양한 시스템이 있음. 국제사회 협력모델로 성공할 수
있을 것임. 적극적,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함. 국제적으로 성공
적인 모델임. 다만 성공사례는 공유하지만 실패사례는 공유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실패 사례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농진청의 코피아 센터 사례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함.
- 담당하는 기관들의 기술이 정체되어 있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
화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함.

○ 김태윤 교수(서울대학교)

- 굿네이버스는 커뮤니티를 위주로 협동조합을 통한 자금의 운용, 농민
들의 소득 증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 손에 쥐어지는 무엇인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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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고 성과가 있을 수 있음. 르완다는 아프리카

NGO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지속가능성이 중요함. 그러나 5년 정도로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르완다에는 많은 협동조합이 있는데 중앙
정부가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함. 그 지역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기존에 많은 사업들이 이미 진행되었으며, 사업들 간에
도 경쟁해야하기 때문임.
- 르완다의 경우, 매달 마지막 토요일, 공동 노동 등의 지역 단위 협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지역에 따라 주 단위로 운용하는 곳도 있음.
한편 중앙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르완다 사업 추진이 잘 되는 편임(헌법 개정을 통
해 현 정부의 2030년까지 장기집권 기틀이 마련됨. 리더십이 강한 편
임).
- 과연 (정책적으로 지원한) 그 사업이 지원 이후에도 지속가능할 것인
지? 정부의 지원책은 있는지? 정부가 한국처럼 농협을 조성할 계획이
있고, 그러한 것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또한 실패사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글로벌 새마을 사업 등은 철수
할 예정이며,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
었는지 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의 싱가폴이라 불리울 정도로 많은

○ 이효정 과장(KOICA)

- 성공사례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된 만큼 실패사례를 공유하고자 함.
그 동안 실패 및 애로사항의 환류 및 공유가 잘 되지 않았음. 물론 감
사 등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런 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
가 필요함. 지금까지 농가공 설비, 기자재, 가공센터,

RPC 등 여러 기
관에서 수행한 사업 중 공통적인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중임.
사업진행 중에는 잘 되지만 사업종료 2년 후 점검 시, 잘 추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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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사례가 많음. 한 사례로 관개 펌프 사업을 꼽아볼 수 있음. 대
상국에서 담당하기로 한 전기료가 지원되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됨. 운
영 주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부분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운영 조직, 운영 예산 등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하게 디자인
되었어야 함. 이런 부분을 많이 놓쳤음. 최근 잘 된 사례, 특히 가공설
비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이 잘 되는 곳을 보면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음. 공공 영역이 운영주체가 되면 운영이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
음. 일자리 창출 및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디자인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양자 원조사업뿐만 아니라 사업형태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민관협력 사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
- 노량진 수산시장 협동조합 사례: 민관협력 사업. 필리핀 꼬막 양식의
경우 필리핀 내에서는 수요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수요가 많음. 우리
나라 협동조합에서 1:1 매칭 교육을 실시하여, 생산된 꼬막은 우리나
라 협동조합에서 구매. 필리핀 내 수요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사슬을
확장 시키는 것임.
- 글로벌 식품기업 CJ가 베트남 최빈지역에서 고추를 생산한 사례도 참
고할 필요(2017년 종료 사업)
- 라오스 사례: 농민 단체에서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진행 중임. 법적, 제도적 지원 및 보조금 등을 중심으로 탑다운
으로 끌고 가는 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접근방식은 없을지.. 소득
이 증가하는 것이 증거로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에 참여하
게 될 것임. 사업단위에서 보면,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업에 참여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함.

- UNDP 네팔 사업: 채소와 과일 가치사슬 확대 사업임. 사업 내용을 보
면 단지 내 저장, 도매시장 건축, 판매 등에 그치는 것이 아리나 작물
선정부터 협동조합 차원에서 고민을 하였음. 지금 생산 많이 되고 있
는 작목(토마토, 바나나 등), 혹은 기후에 맞는 기타 작목을 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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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나은지에 대한 고민도 있음. 의사결정체계에 있어서 거버넌스를
함께 구축해나가야 함.

- KAPEX 사업을 통해 농업 부문 전략 사업기획 및 연구가 충분히 이뤄
지길 기대함. 향후 코이카가 농림부의 실제 사업 디자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이 확대되었으면 함. 더불어 KOPIA 센터와도 협력이
필요함.

○ 안성수 부장(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의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의 농업협
동조합의 경우, 한국의 농업농촌개발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음. ODA
사업의 경우, (종합농협 시스템을) 개도국 정책 사업으로 지원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지역단위 협동조합, 작목반을 위주
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이런 것을 통해 성공모델을 만들어
서 대상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함.
- UNDP의 경우 부녀회 활동 및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굿네이버스의 경우 마을 단위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모델은
성공적일 수 있다고 생각함. 작목반 운영이 키포인트임.
- 라오스의 지역개발 협동조합국은 농림부 산하 조직임. 농림부 안에 농
촌개발과 협동조합을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하고자 함. 미얀마의
경우, 농촌개발, 관개, 협동조합 등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
하였음.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임.
- 개도국에서는 협동조합이 크게 2가지 역할을 하고 있음. 1) 소액금융:
자금이 없는 부문에 대한 자금 대출 기능 2) 농업기술 보급. 이 2가지
역할이 잘 연계가 되어야 함.
- 지속가능한 ODA사업을 위해서는 조합 운영이 잘 되어야 함. 사업 종
료후, 지속성과 연속성이 필요한데, 자금이 없으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음. 한국 기업과의 연계성 구축을 한다면 농민들 생산, 유통, 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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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으로 까지 연계할 수도 있을 것임.

- 베트남의 경우 오리온 감자 사업이 성공사례임. 농민이 생산한 감자를
우리나라 기업이 수매하여 감자칩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종합토론

○ 질문1.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국제포럼 구성에 있어 지
역고려를 더 할 생각은 없는가?

- 답변: 의도적으로 아프리카지역의 전문가를 모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포럼의 목적이 국제기구의 분들과 사례와 관련된 협동조합 위주
의 전문가를 초청하다보니 이번 참석자 구성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전
문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번 행사 진행 시 이 부분에
대해 고려하도록 할 예정임.

○ 질문2. 마켓 연결(linkage)이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을까?

- 답변: 많은 나라들의 상황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PPPP(PPP+Producer)를 포함하여 민간 분야는 당연히 있겠지만, 규모
가 있어야 마켓이 생길 수 있음. PPP자체도 어려웠는데, 4번째 생산자
를 추가하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협동조합과 ODA 사업을 진
행하다보면 가짜 사업 혹은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고충이 있음. 민간분야의 참여
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민간분야가 사업에 참여하면 당연히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한 예로 ‘유니레버’ 같은 경우인데, 유
니레버의 경우,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서는 당연히

IFAD가 생각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IFAD와는 다른 유형의 사업
을 구상하고 있음. 여러 민간 기업에서 이미 무료로 기술, 교육을 제공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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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3. 공여국에서 지원하는 도움은 수혜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
야 하는 것이 아닌가?

UNDP는 이 관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답변: 1) UNDP는 상황분석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전에 관련 사업들
이 어떤 기관에 의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분석함. 어떤 요인(자금,
정책, 기술 등)들이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협동조
합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는 문제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함.

- 답변: 2) 협동조합 규모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때 기초선조사를 시작하
여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최종조사에서 얼마나 개
선되었는지 확인하는 평가 작업을 할 수 있음.

○ 질문4. 봉사현장에서 느낀 점들은 사업성과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음.

- 답변: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토지 소유권
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FAO에서는 이 정책과 관련된 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만들었
는데, ‘책임 있는 토지사용과 가이드라인’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회원국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 단순히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여성들의 양성평등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해
야할 사항이며, 소득을 고려할 때 성평등에 대한 조건을 확인해야 함.
여성들이 가정에서 일을 많이 하며, 특히 외부와 내부에서 동시에 일
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일의 재분배가 필요함. 젊은이들이 참
여하여야 하는 점도 중요하며 협동조합에서도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질문5. 라오스에서 신용협동조합이 있는가? 또 주민 자체 기금으로 저축
예금과 같은 시스템을 갖고 대출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라오스에서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라오스에서 신용사업과 협동조합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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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하는 기관이 있는가? 농업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지?

- 답변: 농업과 관련 없는 협동조합도 있는데 이것을 미소 협동조합이라
고 부름. 이런 협동조합이 30개 있으며, 재정부 산하기관으로 분류되
고 있음. 현재 농림부에서는 함께 협력하며, 여기에서 나오는 재정을
현지로 더 신속히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라오스에는 농업과
관련이 없는 신용조합이 있는데 이를 BOL이라고 함. 농민들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이율이 높음. 또
한 이러한 이유로 대출자의 대부분이 농민이 아닌 다른 대상들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리스크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대출보다는 다른 대상을 찾는 것으로 보
임. 농림부의

‘Sunset 프로젝트’는 마을의 5,000에서 10,000달러를 지
급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돈을 마을에서 가지고 나올 수
없음. 그래서 가끔 돈이 최종적으로 회수되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에
Sunset 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함. NSO(Network Service Organization)
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여 여성
들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기도 함.

○ 질문6. 부처 간 의견이 다르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 해결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는가?

- 답변: IFAD가 할 수 있는 건 크지 않지만, 정부부처 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탈정부화를 통해 지방자지단체와 직접 논의를 진
행하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불협화음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
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FAO의 경우, 대사관과 외교부 직원들과 같이 만나 해
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는데 이는 유엔의 프로그램과 비슷한데,
FAO는 다양한 정부의 유관관계기관, UNDP 등 다양한 다른 기구 및
NGO기구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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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7. 협동조합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점은?

- 답변: 많은 농민들의 경우, 조직에 대한 조직 생성 경험이 없는 경우,
스스로 조직 생성에 한계를 보임. 먼저, 협동조합이 생성되는 초기 단
계에서 설립 이유와 그 지역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
록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생
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함. 가장 중요한 점은 협동조합이 생성되
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리더십을 펼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함. 보통 민주적인 방법보다는 목소리가 크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중요 역할을 담당하여 사업의 성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
음. 이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야 함. 또한 주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협동조합을 방문할 수 있
는 기회를 주고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
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생산조직단계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보상심리를 통한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협동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코멘트1. 자료집 29페이지를 보면 박성재 박사는 한국 농업은 통제 하에
서 발전해왔다고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한국의 협동조합은 파트너십

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함. 대만의 경우도, 협동조합을 농업파트
너라고 지정하였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아, 특별법에 의해 만들
어진 농회를 통해 농정파트너를 지정하여 발전할 수 있었음. (자료집

29

페이지 내용: 소농들은

profit이 아닌 income을 목적으로 하는데, 소농들
의 경우 결국 수익을 내기보다는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 혹은 소득
을 얻기 위함임.)

○ 코멘트2: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논의에서 빠졌음. 교육에서 시작하여 교육
에서 끝난다고 다수의 협동조합 전문가들이 언급함. 조합원의 성향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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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관련 프로젝트에서 협동조합을 키워내기 위해 필요한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봄. 이런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단기간의 목적을 갖고 사업을 진행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이런 논제에 대해 같이 공유될 수 있다는 점
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함.

○ 마지막 정리: 협동조합은 리더십 및 조합원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한 사
람 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이해하며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중
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에게 어필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꼭 고려되어 조합구
성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오늘 이야기는 협동조합의 극히
일부 인 이야기지만 이 논제를 갖고 여러 유관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
다는 점이 의미가 있음.

4.2.2 제18회 포럼

□ 행사 개요
◦ 주제: 국제농업개발협력을 통한 아시아 지역 식량안보 달성 – 기후스마
트농업과 데이터

□ 발표 1: 아시아 지역의 농업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현재 상황과 이슈 및
국제농업개발협력을 위한 제안

□ 발표자: J an Ver hagen 박사(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 연구소)
○ 식량안보와 기후스마트 농업

- 식량안보는 식량의 이용, 식량 접근성, 가용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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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야하며, 영양, 농업과 관련이 높음. 기후 스마트농업은 식량안보,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포함하는 개념임.

- 현재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 식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
시에 환경적인 영향을 줄여야 함. 산림파괴 등이 해당되며, 식량의 품
질 개선도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며, 기
후변화와 식량 안보를 포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
-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술변화가 중요함. SDGs, 파리협정 등의 주요
개념은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임. 특히 파리협정의 경우, 공동의 목표
를 수립하고 있으나 국가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책임이 주어지며,
기후변화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해결책은 없음.

○ 기후스마트농업에서 고려해야할 대상

- 정책과 계획: 주류화가 중요함. 농업이 국가개발 우선순위에 포함되
어야 함. 국가의 투자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
시되어야 함. 또한 국가의 식량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이슈 및
정책이 주류화가 되어야 함.
- 영향: 기후변화의 영향은 기온, 강수량,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병해
충 등이 있음. 해수면 상승은 농업에 있어 간접적이나 장기적인 관점
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영향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기후스마트농업 관
련 정책 수립 시 장기적인 기후변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함.
- 기후변화 적응: 육종, 작물 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체계임. 가뭄, 홍수 등 보험, 파이낸스 등과도 연결되어
있음. 적응이라는 것의 초점은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 농민의
역량강화 또한 중요함.
-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카테
고리는 아니지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거름 및 비료 이용 효율성의
극대화, 보고 시스템, 농업과 에너지 사이의 연계성 강화 등이 중요한
이슈임. 보고시스템의 경우, 서유럽 방식 등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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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 간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 외에 토지 이용 및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관리 또한 중요함.

- 정보: 환경부, 다른 부처와 함께 노력해야 함. 따라서 이런 정보들 다
양한 유기적 협력이 필요함. 통일된 시스템 구축 및 정보 공유가 필요
함.

○ 협력 방안

- 협력방안으로는 역량개발, 기술, 거버넌스, 기획, 연구, 기후 서비스
등이 있음.
- 역량개발: 국내, 역내 방식 데이터 관리 일관성 필요, 협상능력이 중
요함. 실용적인 기술로 관리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에서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며, 관련 농가들의 조직이 구성되어야 함.
- 기술: 육종, 조기경보 시스템, 이산화탄소 배출 관리 시스템 등. 구체
적으로 가축과 작물 관리 포함된 기술협력이 고려될 수 있음.
- 기획, 거버넌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함. 기존의 다양한 네트워크 등
탄소저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 활용하여
데이터 공유 등에서 협력할 수 있음. 또한 그 외 관련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협력모델은 적응에 있어서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함. 방법과 분
석법 같을 수 있지만 실제 활용은 다를 수 있음. 식량안보는 소득과도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파악해야함. 또한 국
가마다 식량안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을 이해하며, 지
역적 특색을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함. 또한 기후변화는 미래지향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발표 2: 포괄적 이해관계자간의 파트너십
□ 발표자: Williem Schoustra(주베트남 농무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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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2050년 인구가 90억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임. 이
에 따라 식량에 대한 수요 급증하고 있음. 향후 인구의

2/3가 도시 혹은

도시근교에 거주할 것임. 이는 집중된 지역에 식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
라 볼 수 있음. 특히 중산층에서는 영양가가 높은 신선한 농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술과 원예, 메가시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 필요하게 될 것임.

- PRIVIA는 변화하는 환경, 증가하는 식품수요 등에 필요한 생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적용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하
고 있음.

○ 사례 1: 중국

- (배경) 중국 온실 많이 사용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석탄연료
사용하고 있음. 프로젝트 진행하였음.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작황,
에너비 소비 절감 통합할 수 있는 지에서 시작하게 됨.
- (사업 내용) ATES 지하수 시스템으로 냉수와 온수를 각각의 관정에
저장하고 지열을 이용하여 냉난방으로 사용함. 각각의 관정을 0~300
미터 깊이. 지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 아낄 수 있으며, 절
수도 가능한 모델임. 특히 펌프 운영에 있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였
음. 이 사업의 결과 냉난방 60~80% 절감 화석에너지 대체할 수 있었
음. 본 사업은 민간부문 협력과 네덜란드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였으
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도 받았음.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시스템 원하
는 것 알고 있음.

○ 사례 2: 싱가포르

- 식량 90% 수입하고 있음. 수입의존도가 높음. 싱가포르-네덜란드 기
업 컨소시엄 구축함. 각각의 전문성 있는 네덜란드 기업 참여. 가용한
토지를 사용하여 온실시설과 시내 경작(indoor farming) 등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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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시설을 구축하였음. 또한 “타워

101”이라는 거주, 상업 공간

통합 공간인 녹색빌딩을 건설.

○ 이러한 사업들과 관련하여 PPP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
□ 발표 3: 우리나라의 기후스마트 농업 달성 방안
□ 발표자: 임영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의 농업현황

-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1960년대 100%를 달성하였다가 2016년 50%로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농업인구 비율 줄어들고 있으나 농
업인구의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 농업은 기
후변화 등 외부적인 영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한국의 CSA

- 기후변화 이슈 및 관련 상황은 국가에 따라서 각각 다름. 따라서 대부
분의 선진사례도 모든 국가에 적용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한
국은 한국형 CSA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 기후스마트 농업의 목표는 3가지가 있으며, 1) 온실가스 배
출 감축, 2) 기후변화 적응, 3) 생산성 향상 등이 있음. 또한 경제, 사
회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 식
량안보, 기후변화 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임.
-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스마트 농업의 기회가 많음. 그 이유는 농민들
이 생산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지
금까지 대부분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Top-down 형식이었음. 중앙정
부가 모든 정책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자지체나 농민들이 따르는 형
식이었음. 그러나 기후스마트농업의 경우, 지역적인 특색이 꼭 반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다른 방식의 정책 접근이 필요함. 따
라서

bottom-up 방식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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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부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각각 별개로 추진되고 있음.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제대로 된 농촌 지도사업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기후스마트농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촌지도체계가 마련되어
야 함.

- 우리나라의 기후스마트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은 다음과 같음.
- Water-Smart 기술: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기술임.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생산에 있어 쌀이 중요한 품목인
데, 쌀 생산 시 활용되는 논에서 메탄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
등의 사례가 있음. 또한 빗물관리 기술, 절수 관개 기술 등이 있음.
- 에너지 스마트 기술: 에너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 무경운/최
소경운 농법 등이 있음.
- 양분-스마트 기술: 토질 및 양분 관리, 탄소 및 질소 관리와 관련된
기술로 유기질 비료 사용 등을 포함됨.
- 기상-스마트 기술: 기상 조기경보 및 작물보험 등 위험관리를 위한 수
단임.
기타 기술: 새로운 품종의 도입, 생산기술 변화 등이 있음.

○

한계감축비용 분석(Marginal Abatement Cost
- 한계계감축비용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Analysis)의 적용

분석기술 대상의 선정
대안들의 탄소수지(carbon

balance) 평가

대안의 비용효과성 평가
대안의 순위를 결정

○ 한국의 CSA 정책 수립

- 기후스마트농업 관련 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 농가의 특성, 기후 조건을 포함한 지역적 특성, 지리학적 위치, 지
역정부의 예산 가용범위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정책적 접근은 기술개발, 인센티브 프로그램, 교육 및 보급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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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음.

- 기술개발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종 관련 개
발 연구, 비용 분석, 토질 및 이상기후 관련 빅 데이터 사용 등이 포함
됨.
- 인센티브 프로그램에는 저탄소 인증, 환경서비스 보상 등이 포함됨.
- 교육 및 보급은 지역별 기후스마트 농업 컨설팅, 전문농업인 및 전문
가 역량강화 등이 있음.

□ 발표 4: 개방형 데이터와 식량안보: 아시아 지역의 식량안보 달성
□ 발표자: Lucie Wassin 농업정책자문관(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
○ 기후변화는 인간에 의해 야기 → ‘오픈데이터’ 가 해결방법
○ 오픈데이터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은 1)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및 개선,
2) 서비스 이전 강화 및 개선, 3) 혁신과 경제 성장 강화 및 개선임.

○ 오픈데이터 사용을 꺼리는 이유

- 오픈데이터 이용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오픈데이터는 삶을 개선
하고 국가 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오픈데이터는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일부는 국가 내
에서만 사용 가능함. 이는 일관성 있는 정책 생성을 어렵게 함.
- 정부는 오픈데이터와 관련된 상세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오픈데이터에 관한 견고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
지 않음.

○ 네덜란드 정부는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농업 오픈데이터에 관한 정책개

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각 국가가 목표 달성을 위해 이전의
공식적인 농업정책과 관련 협약(아세안, 파리 협약 등)을 살펴봐야 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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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불어 정책개발이 출발점이 되어야 함.

○ 오픈데이터의 잠재적 부가가치

- 오픈데이터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중요하고, 오픈데이터 수집
과 활용이 핵심요소임.
- 오픈데이터 시스템 개발 과정에 농업 정책 개발자와 다양한 전문가,
농업관계자들이 참여해야 함.

□ 세션 1 토론: 국제농업개발협력을 통한 기후 스마트 농업
□ 좌장: Mar jolijn Sonnema(Vice Minister , Ministr y of Agr icultur e,
Natur e and Food Quality of the Nether lands)

○ 질문 1. CS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토론패널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과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
요한가?

○ Mesah Tarigan(인도네시아 농업부 국제협력국장)

-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는 엘니뇨와 라니뇨 현상을 포함한 심각한 기
후변화를 경험함.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건조
한 기후 환경에서도 자랄 수 있는 새로움 품종을 도입함으로써 식량
자급목표를 달성하였음.

-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관개시설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현재 70% 이상의 관개시설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음. 이와 더불
어 인도네시아 농림부는 물 저장 시스템(나와치타)을 도입함으로써
빗물을 저장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하고 있음.

○ Xaypladeth Choulamany(라오스 농림부 기획재정국장)

- 기후스마트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청사진은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이해관계자의 공동협력을 통해 이슈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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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는 현재 기후변화와 스마트 농업 프로젝트를 개도국 파트너들
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또한 라오스에서는 아동영양이 중요한 문제이며, 2025년까지 식량안
보와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액션플랜이 존재함(식량생산, 가축,
임업, 산업 등에 대한 내용 포함).
- 기후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고 아동영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역량 자원, 장기적 투자, 정책 지원, 민간 참여가
요구됨.

○ 전종안 박사(APEC)

- 기후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후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음. 기후정보는 특정지역에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래예측 대비를 통해 CSA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 또한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
으로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음.
- 정책입안자들이 기후정보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
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함.

[세션 2] 기술과 혁신, 그리고 ODA

□ 발표 1: 자율주행이 가능한 과원 로봇 개발: 로봇 플랫폼과 지율 항법
알고리즘 통합, 그리고 화합

□ 발표자: 김국환 박사(농촌진흥청)
○ 지율주행 알고리즘의 구현

- 과수원에서의 작업은 제초와 방제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함. 그러나
과수원에서의 작업은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경사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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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률이 높기 때문에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민의 재해 건수가
높음.

- 과수원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농
진청에서는 농업 플랫폼을 제작하고 와게닝겐 대학은 자율항법 알고

2016년부터 진행해오고 있음. 이처럼 본
연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적인 개발을 지향하였으며, 현
재 한국 과수원에서 현장 실험이 진행된 상황임.
리즘을 개발하는 연구협력을

- 과수원에서 농업 플랫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사진 환경에서도 작
업 가능하며 장시간 동안 운영 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농진청에서는 자율주행로봇의 이동, 장애물에 대한 인식, 저해요인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음.

- 농진청과 와게닝겐 연구소는 안전성과 강건성을 보유한 플랫폼을 개
발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와 더불어 장시간 이용이 가능
하게 하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하여 환경 인식,
위치 및 자세 파악 가능 센서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개발
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적의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자
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알고리즘의 선회구간 인식과 관련하여 반사판과 마커 등을 활용함으
로써 선회구간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음. 알고리즘의
특징점인 점은 레이저 센서만을 이용함으로써 선회구간을 인식할 수
있는 구현한 점임. 또한 선회구간이 충분히 확보된 공간과 그렇지 않
은 공간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로봇이 인식 가능한 레이저 센서를 활
용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였음.

-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을 와게닝겐 연구대상지와 한국의 농진청 원예
원에서 시험하였음.

○ 연구 결과 및 주요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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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원 작업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자발적 과수원 자율주행 로봇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의 제작되었음.
- 양국가의 연구협력을 통해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이를 위해 주행 실험, 워크숍, 연구결과 공유 등
의 기회를 가졌음.
- 한국의 네덜란드와의 연구협력 과정에서 학습한 과정은 연구진행과
정에서의 선택과 집중, 연구결과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인 방안 강구의 중요성 등임.

□ 발표 2: 원예공급사슬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기술, 상업 전략 – 베
트남과 캄보디아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자: Michael Lay-Yee 과장(뉴질랜드 식물 식품 연구소)
○ 뉴질랜드 식물 식품 연구소의 연구 분야

-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수확과
생산의 혁신, 수확 후 관리, 식품 안전 등에 초점을 둠, 이를 통해 농
식품의 전체 가치사슬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함.
- 주요 개발품은 선 제스프리 키위이며, 연구 기술 개발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재창출된 수익을 다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투자
하고 있음.
- 베트남과의 사례를 들면, 용과 신품종 육종과 관련된 사업으로 5년
정도의 사업으로 계획하였음.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육종에 활용함
으로써 베트남 용과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함. 이를 통해 상업적 수
익이 가능하고 기술의 상용화가 가능한 용과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음. 이와 더불어 저장기간이 길고, 병해충 발생률이 낮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특히 통제생산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식품 품질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
하여 노력하였음. 뉴질랜드는 베트남과 긴밀하기 협력함으로써 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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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확인 및 특허를 보장하기 위하여

DNA 지문법을 활용하였음.

- 육종과 더불어 용과 공급사슬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해충 발생과 고온
으로 인한 작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Tee Bar 시스템을 적용하
였음. Tee bar 시스템은 생산량 증대, 과채류의 품질 보장, 작물의 크
기 조절, 지속가능한 생산 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임.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2013년에 본 사업을 시작한 후, 용과의 질병 발
생과 같은 이슈가 존재하며, 이는 아시아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를 위해 수확 후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수
확 후 저장기간을 늘리기 위한 예냉작업 등을 지원하였음.
- 이와 더불어 용과의 세척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기존의
용과는 손으로 세척되었으으나, 식품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존재하였
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자동 세척기를 도입함으로써 고압력 세
척기를 이용하였음. 이 활동의 장점은 기술혁신을 통한 베트남 용과
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 점임.
- 2번째 프로젝트는 베트남 빈딩성에서 추진한 사례로 협력 기관은 빈
딩성 농업위원국이며, 남쪽 해안지역 채소 재배 농가의 생산량을 개
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사업 추진 당시 채소 재배 농가들은 많은 양의 비료를 생산하고 있었
으며, 이는 채소 재배 농가의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야기하였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뉴질랜드는 GAP, 통합적 병해충 관리, 품질 보증 시
스템, 수확 후 관리 등을 지원하였음.
-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식 GAP을 지원하였으며 농민의 시장 접근
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이와 더불어 도매센터를 구축함으
로써 재배상인들이 한 번에 도소매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
음. 본 사업의 주요요소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신제품의
개발, 농산물 공급망 구축, 농민의 시장 창출 등임.

□ 발표 3: 농민에게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민간부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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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Paul Voultier 부장(Gr ow Asia)
- Grow Asia는 아세안 소작농을 위한 가치사슬 디지털화에 힘쓰고 있
으며 농민들의 필요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접근법을 취함. 현재 아세
안 농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6가지 도전과제는 1) 시장 가격 파악의
어려움, 2) 거래 방식의 문제, 3) 지나치게 많은 단계의 이해관계자,
4) 장비 임대의 어려움, 5) 학습의 기회 부족, 6) 파이낸스에 대한 접
근이 어려움이라 할 수 있음.
- 디지털과 가치사슬의 연관성: 디지털을 통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진
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으며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이용할 수 있는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많아지고 있음.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간단한 이용만으로도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임.

-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술 및 도구는 다음과 같음
- 학습 플랫폼: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학습 애플리케이션을 이미 사용
하고 있음. 농민들은 모바일 채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
고, SNS를 이용해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파이낸스 플랫폼: 소작농이 간단하게 휴대폰을 통해 펀드를 신청할
수 있음

-

시장 가격: 현재 및 향후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를 모바일로 받아봄
지불 방식: 모바일 지갑, 미소금융 등의 기술이 존재함
시장 접근: 소비자와 농가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시장 구축
단기 임대: 임대를 통해 트랙터, 드론 등을 사용할 수 있음

Grow Asia는 개발기관이 기술 스타트업, 창업가 및 기업가를 지원하
여 더 많은 혁신적인 솔루션이 농민들에게 제공되기를 바람

□ 발표 4: 우리나라 첨단시설원예 현황과 국제협력 확대방안
□ 발표자: 서대석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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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은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식량자급률이 떨어짐에 따라 그 필요

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농업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스마트팜에 대
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임.

○ 현재의 스마트팜은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음. 한국의 스
마트팜은 시설 과채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으며 파프리카, 토마토, 딸
기 등이 주요 작목임. 한국 정부의 목표는 스마트팜을 활용한 시설원예

4,000헥타르까지 확장하는데 있음.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농작업 편의
성이 20%이상 높아졌으며 노동 감소폭 또한 컸음. 단위당 생산량보다는
농업 편의성이 기대치보다 효과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를

○ 몽골 및 베트남에 선진 채소재배기술 전수 등의 국제협력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세션 2 토론: 기술과 혁신, 그리고 ODA
□ 좌장: 최세균(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김국환 박사(농촌진흥청)

- 과거의 경우 농업기술은 농민에게 수동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었지
만, 현재 농민이 농업 기술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
로 전환되고 있음.
- 네덜란드 농업 부문의 큰 강점으로는 농업 후방 산업, 농민에게 제공
되는 민간 부문의 컨설팅, 민관 협력 시스템 등이 선진화된 점임. 한
국아 네덜란드의 장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농업 구조적인 문제점으
로 인해 애로사항이 존재하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실현 가능
성이 높음. 이를 위해 한국이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와 개도국 사이
에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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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ael Lay-Yee (뉴질랜드 식물 식품 연구소)

- 많은 국가와 다양한 민간부문들이 농업 부문에 투자하고 있음. 아시
아 지역에서는 소규모 농가가 많은 상황이며, 대농과 소규모 농가, 대
규모 농기업과 소규모 농기업간 농업 지식의 격차가 높은 상황임. 기
술연계와 관련하여 IT기술은 농민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장점이 풍부
하나, 실제로 기술들이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
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 농업은 과학과 연구에 기반 할
필요가 있음.

○ David Nielson(전 세계은행)

- 농업 분야의 여러 선진 기술이 소개되어 유용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본 포럼에서 소개된 기술들이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소규모 농가에게 적용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민간 부문의 개발을 통해 공공 부문의 프로그램이 해결할 수 없
는 부문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농가의 농업 기술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ODA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 및 민간부문은 협력하여 개도국 농가에
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고,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도국 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협력이 요구됨.

○ Sar Chetra(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차관보)

- 오늘 포럼에서 소개된 기술은 아시아 개도국 소규모 농가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기술이해 등 많은 한계점이 존재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 기술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농
민의 농업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의 역량 강화가 요구됨. 이러한 점에서

- 120 -

ODA 사업은 캄보디아 공무원

과 농민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됨.

○ Kyaw Swe Lin(미얀마 농축산관개부 기획협력국장)

- 미얀마에서도 소규모 농가가 주를 이루며, 소규모 농가의 영농활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가치사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농식품 관련 체계와 법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소규모 농가에
게 농업 기술이 효과적으로 전수될 수 없음. 발전된 농업 기술이 중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규모 농가의 시장 시장에 대한 이해, 기술
적용을 통한 규모화, 주인 의식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미얀마의 경우 현재 일부 시설농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 일본,
유럽국가와 같이 농식품 시장의 통합이 필요한 상황임.

○ Willem Schoustra(주베트남 농무참사관)

- 첨단 기술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환경 통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개도국
들이 ODA 역할을 중시하고 있음. ODA 사업에서 민관협력방식을 활
성화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민간 부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개도
국 농촌지역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는 다수의 민간 부문이 존
재함. 캄보디아의 예를 들면 민관협력방식을 통해

GAP 방식을 도입

함으로써 도소매상들을 대상으로 확산시켰으며, 이는 캄보디아 농산
물 시장의 고부가가치화 달성에 크게 기여하였음.

□ 세션 2 종합토론
□ 공동좌장: 최세균(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Mar jolijn Sonnema(Vice
Minister , Ministr y of Agr icultur e, Natur e and Food Quality of the
Nether lands)

○ 에타스케(강원대)

- 기후스마트농업과 관련한 많은 논의와 정책 및 방안이 있지만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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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문
제, 리더십 부재 등의 문제들이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
식공유의 기회가 많이 필요함.

○ 피마누엘(강원대)

- 기후변화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민들을 포
함한 포럼이 이루어져야 함. 이틀 동안 이루어진 포럼에는 농민, 농업
협동조합 등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룹이 배제되어 있어 다
음 포럼 때는 포함해 주면 좋겠음. 이와 더불어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
라 아프리카 국가들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김창길 원장(KREI)

- 국가별 사례에 대한 연구와 한국사례와 타 국가 사례 비교연구 프로
젝트 추진 필요함.
- 기후스마트농업을 개도국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공무원의
역량강화 필요하며, 한-네 정부가 CSA 및 기술혁신과 관련된 역량강
화를 위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아시아 국가를 포
함하여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해야 함.
- 정부, 농민, 연구 세 분야의 한-네 협력 및 네덜란드의 경험과 비법,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 정일정 국장(농식품부)

- 네덜란드의 경험과 사례가 전 세계적인 농업분야 침체 및 농민소득창
출에 대안이 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를 위해 ICT 기술협력이 중요하고 구체적
인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추후 대사와 논의해볼 의향 있음.

○ Marjolijn Sonnema 네덜란드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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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고, 농민들의 상황에 맞는 수요를 찾는 것
이 중요함.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반을 구축하
고, 농민의 관심분야를 고려한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연구결과를 농민
에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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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5.1. 사업 개요
5.1.1. 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목적

- 뉴스레터는 2013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CIAP)에서 수행하는 KAPEX (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
정성과 확산) 사업에 대해 알리기 위한 매체로써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유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기관들
간 사업 및 행사에 대한 정보공유를 촉진하고자 발송

- 주기적인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국제농업개발협력에 대한 정보 공유
를 통한 관련 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분기별 개최하는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의 주제와 세부프로그램 소개 및 사전 등록 절차 진행

5.1.2. 뉴스레터 구성

◦ 2017년도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발간(총 6회)
-

프레임은 외부 전문가, 소식지 내용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담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활동 브리핑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소식(포럼내용 공유 및 다음 포럼소식 관련 공지)
농업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파악 및 관련 기관, 학회의 포럼 소식공유

KREI해외리포터를 활용하여 국외 농업개발협력에 관련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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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성 있는 농업개발 협력 이슈 및 특집기사 발굴
- 국제농업개발관련 및 국제협력 관련 새로 나온 보고서와 신간 소개

5.2. 향후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활용 방안

- 향후 농업관련 ODA를 수행하는 기관(국립종자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과 국제협력관련 대학원, 연구소, 관련학
회 등)에 안내문을 보내어 뉴스레터에 공지하고 싶은 행사소식 및 기
관 동향에 대한 리포팅을 수시로 요청하여 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

제

3

장

2019년도 KAPEX 사업 준비: 사전타당성 조사

1. 미얀마
2.1. 개요

◦ 2019년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의 대상국으로 선정된 미얀마의 사
업 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들과의 사업 진행을 위한 정책협의 실시

◦ 사업요청서에 명시된 요청 주제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 요청 분야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와 현지실사를 통한 분야 확정

◦ 기간 : 2018.2
2.2. 사업 개요

○

사업명

: 미얀마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옥수수 가치사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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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Maize Value Chain for Enhancing Farmers’ Income in
Myanmar)

○ 사업시행기관 : 미얀마 농축산관개부(MOALI) 산하 농업연구국(Department
of Agricultural Research, Maize and Other Cereals Crops Research Section)

○ 수혜집단 : 샨 주(Shan State) 내 Lashio(라시오), Kyauk Me(촉메), Aung

Ban(아웅반), 네피도 내 Tat Kone(탓콘), Yezin(예진) 지역 내 옥수수 교배
종 생산자 및 판매자, 미얀마 옥수수 협회(Myanmar Maize Association),
수확 후 관리자, 가금류 및 양돈 사료업계, 유관 정부기관 등

○ 산출물: 미얀마 옥수수 가치사슬 분석 보고서 및 ODA 사업제안서, 관련
공무원 및 연구자의 역량 강화

○ 사업내용:

1) 미얀마 옥수수 가치사슬 분석을 위한 한국과의 공동연구
공동연구 설계를 위한 한국-미얀마 전문가 회의

①
② 사업대상지 내 옥수수 생산과 관련된 정보 수집
③ 미얀마 옥수수 가치사슬에 관한 정보 수집
④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⑤ 결과보고

2) 연수를 통한 한국의 농정경험 전수(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
주일간의 초청연수, ODA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1개월간의 중
장기연수)

① 초청연수 참여 고위급 공무원 선발
② 초청연수 결과보고
③ 중장기연수 실무급 공무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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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장기연수 결과보고
3) 공동연구 결과 발표를 통한 미얀마 옥수수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지
식공유

① 초청연수 결과공유를 세미나 개최
② 중장기연수 결과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③ 공동연구 결과공유 워크숍 개최
④ 미얀마 옥수수 가치사슬 개발 마스터플랜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⑤ 미얀마 옥수수 가치사슬 개발 마스터플랜 보고서 발간을 위한 여
건 조성

□ 대상국 농업개발전략과의 연관성
○ 미얀마 농업개발전략(ADS)은 크게 농업생산성 증대, 농업경쟁력 강화,

물리적 및 제도적 인프라 개발,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함. 이를

ADS는 거버넌스, 생산성, 시장연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
적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협력 파트너로부터의 기대하는
투자분야를 명시하고 있음.
위해

○ ADS 내 시장연계 및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목표는 미얀마 농산업의 국
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각 가치사슬 단계에서 비용
을 절감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혁신을 달성하는 것임. 이와 관련
된 산출물(Outputs)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투자 규제 개선 및 지적
재산권 확립, 농산물 품질검증, 농촌개발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농촌
도로, 에너지 및 수자원 접근성 강화, 시장 및 물류 인프라 개선, 농산물
가치사슬 강화, 시장 정보 활성화, 중소규모의 농기업 육성, 농식품 교
역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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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개발협력 파트너로부터 기대하는 협력분야는 농업인 및

농기업 간의 연계성 강화 부문에서는 가치사슬 연구, 농식품 생산이력
제 도입, 농산물 수출전략 마련 및 수출증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함. 인
프라 부문에서는 농촌도로 및 교량 건설, 농촌 전략화, 식수 공급, 시장
기반시설의 관리역량 제고 등을 포함함.

○ 시장연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목표결과(Outcome)는 농업인과 농기업
간의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포용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나아가 미얀마 농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 이를 위해 미얀
마 정부는 현재 자급자족 형태의 농가를 상업농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산
물 교역 시장에 포함할 계획이며 투입재 공급,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시장 전략 수립 등에 관여하는 농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인도네시아

2.1. 개요

◦ 2019년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의 대상국으로 선정된 인도네시아
의 사업 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들과의 사업 진행을 위한 정책협의 실시

◦ 사업요청서에 명시된 요청 주제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 요청 분야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와 현지실사를 통한 분야 확정

◦ 기간 :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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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 개요

○ 배경: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토지 질 저하, C(탄소), N(질소), P(인산)
등 필수 영양소가 결여된 비료의 사용으로 인한 수확생산성 저하, 화학
비료의 과도한 사용 문제 등이 제기 되었음.

○ 따라서, 토지의 질과 작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기
술을 접목한 화학비료를 개발하는 것이 집약적 유기농업에 적합할 것으
로 판단됨. 특히, 인도네시아 국내생산량이 저조한 대두를 중심으로

(2015년 통계청 기준 연간 1.96백만 톤 생산)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것
을 제안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비료 산업은 일반적으로 PT와 같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
리하는 무기 비료 산업이 지배적이었으며,

1970년대부터 녹색 혁명에서

시작된 오랜 무기 비료 사용은 유기농 비료 및 기타 환경 친화적 인 비
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농민 활동을 변화 시켰음. 이러한 활



동의 영향으로 인해 토양이 아프거나 품질이 크게 떨어짐. 이러한 조건
을 고려할 때 환경 친화적 인 비료를 사용하여 농민들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3.2 사전타당성 면담 내용

○ 인도네시아 지역 기술보급센터에서는 논 농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기

술(경작법 등)을 실험, 적용하여 보급하는 경우가 많고 비료 관련하여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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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비료실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료 가격의 약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토양 오염
및 질 저하 문제로 인해 최근 친환경 비료 구입 시 보다 많은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음. 최근 우레아 비료는 보조금 이전 가격이 5천

Rp/kg 이었

으나 보조 후에는 1천 8백

Rp~2천 Rp이며, NPK 비료의 경우 본 가격이
8천 RP/kg이나 보조 후에 2천 3백 Rp~2천 5백Rp에 달함. 반면 친환경
비료의 경우는 원 가격이 다소 낮은편(5백 Rp/kg)이나 보조 후에는 약
120~150Rp/kg의 가격선을 보임.

○ 소규모 농가에서 화학비료 사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즉각적인 효과
가 없어 생산물 증대로 연계되지 않고, 농가에서 비료를 뿌리는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으로 드러났음.

○ 지역 기술보급센터 및 토양 연구소에서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및 농업 신기술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농민 조직을

25ha 당10-15명으로 조직하여 농업기술 보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에는 동부 자바 지역 50ha에, 농업 교실을 열어 농부그룹(50-100
명)을 선정, 3개월간 지정된 경작지에서 바이오 농업 기술법, 친환경
비료 사용법 등을 함께 실험하고 입증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음.
기술 보급자 및 농업 관련 연구자와 농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실험을
하고 실험의 효과성이 입증 될 경우 자연스럽게 현지 농가에게 기술
및 자재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서부 자바지역 보고르 시의 한 농가를 방문 인터뷰한 결과, 현재 유기농
Hipagra를 화학비료(우레아)와 섞어서 3개월간 사용하고 있으며
지력이 회복되고 수확물의 성과가 좋아서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음. 그럼
비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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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유기농비료만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에는 수확량에
대한 우려가 있고 앞으로도 화학비료와 적정 비율을 섞어서 유기농 비
료를 사용할 것으로 응답하였음.

○ 또한, 농가 인터뷰 결과 화학비료 및 유기농 비료에 대한 구매비용 부담

은 없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토양연구소(ISRI)에서 제공한 실험단계의 유
기농 비료를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음.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한 비료의
효과가 입증 된 후에 사기업과 협동하여 시판이 가능하며, 현재 보고르
지역에서는 논 농사를 위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토
양 재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1천여 가구의 유기농 빌리지가 설립되어 유
럽 및 선진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에 대한 확대는 점차적
으로 확대 지원될 계획임. 또한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녹색혁명을 주제로
유기농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예정임.

○ 유기농업을 확대 생산하려는 주된 이유로는 토양의 질 개선을 통한 지력
회복, 또한

high-end 마켓에 대한 전략 및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목적임.
최근 대만과 협력한 프로젝트로 ‘통합 농업 모델’을 구축하여 4-500ha
지역을 대상으로 관개수로 구축 단계부터 바이오 시설 설치, 농민교육
등 선진 농업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유기농업을 위한 단순 기계지

원을 주로 하고 있으며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유기농업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확대 해나갈 계획 중에 있음.

○ 유기농업은 축산 뿐 아니라 팜 오일, 곡물생산, 기후 변화까지 확대될 수
있는 이슈이며

2045년까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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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3. 필리핀

3.1. 개요

○ 농정성과 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국 협력부처 관계자와의
사업 설명 및 향후 추진 방식, 일정, 추진단 구성 등 논의

○ ODA 사업 추진을 위한 담당 부서 면담을 통한 데이터, 정책 등의 관련
자료 확보

○ 사업요청서에 명시된 요청 주제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 요청 분야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와 현지실사를 통한 분야 확정

◦ 기간 : 2018. 2
3.2. 주요 내용

○ 사업내용:

1) 필리핀 쌀 종자 및 종자 유통체계 현황 분석을 위한 한국과의 공동
연구

① 공동연구 설계를 위한 한국-필리핀 전문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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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대상지 내 쌀 종자 유통 및 보급과 관련된 정보 수집
③ 필리핀 쌀 종자 및 종자 유통체계에 관한 정보 수집
④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⑤ 결과보고
2) 연수를 통한 한국의 농정경험 전수(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1주일간의 초청연수, ODA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1개월간의
중장기연수)

① 초청연수 참여 고위급 공무원 선발
② 초청연수 결과보고
③ 중장기연수 실무급 공무원 선발
④ 중장기연수 결과보고

3) 공동연구 결과 발표를 통한 필리핀 쌀 종자 및 종자 유통체계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공유

① 초청연수 결과공유를 세미나 개최
② 중장기연수 결과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③ 공동연구 결과공유 워크숍 개최
④ 필리핀 쌀 종자 및 종자 유통체계 역량강화 로드맵 공유를 위한 워크
숍 개최

⑤ 필리핀 쌀 종자 및 종자 유통체계 역량강화 로드맵

보고서 발간

☐ 배경

○ 농업 생산성은 많은 부분 종자의 품질에 따라 결정됨. 따라서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종자를 농가에 보급해야하기 때문에 종자의
유통 및 보급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특히 필리핀의 주요 생산품목인 쌀의 경우, 그 생산량뿐만 아니라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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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품질 쌀 품종에 대한 수요도 증가
하고 있음.

○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

쌀 종자 보급시스템이 공식과 비공식으로 구분

되어 운영되고 있어 종자의 품질 생산, 인증, 유통 및 품질 관리 등이 어
려운 실정임. 또한 종자의 유통과 관련된 저장시설 등이 부족하고 노후
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
한 상황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쌀 종자보급 시스템의 전

반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분석 결과에 따라 저장시설 관리 방안
마련, 종자 보급 및 유통 시스템의 전략적 관리 및 관련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ODA사업 등이 제안될 필요

성이 있음.
☐ 목적

○ 단기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사업 대상지 내 쌀 종자 보급 및 유통의 단계별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

- 필리핀 쌀 종자 및 종자 유통체계 역량강화 로드맵 작성을 위한 공동연
구 진행

·

- 한국의 종자 보급 발전 경험 전수를 위한 초청 중장기 연수 개최
- 필리핀 농업부, 필리핀 미작연구소, 국제기구 등과의 워크숍 및 세미
나 개최

- 필리핀 쌀 종자 및 종자 유통체계 강화를 위한 ODA 사업제안서 작성

○ 장기 목적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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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쌀 종자 및 종자 유통체계 역량강화 로드맵 작성
- 필리핀 농업부, 필리핀 미작연구소 등 유관기관의 역량강화

4.2. 사업추진의 적절성

□ 대상국 농업개발전략과의 연관성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필리핀 농업부는 쌀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RIPE,

Rice Productivity Enhancement)의 세부전략으로 고품질 종자보급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KAPEX 사업 주제인 “필리핀 고품질 쌀 종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유통체계를 위한 역량 강화”와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필리핀의 농업현대화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안에 농산업 체계 구축이 포
함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공급체인의 효율성 증대”를 달

성하고자 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 투입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자의 보급 및 유통 등 공급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
에

KAPEX 사업을 통해서 세부 전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대상국 농업·농촌 현황에 따른 주제의 적절성
○ 앞서 쌀 종자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부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필
리핀 내 쌀 종자 저장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 및 유통 시
스템에 관한 인력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관련 부문의 역량강화
가 시급한 실정이며,

KAPEX 사업을 통해 쌀 종자 관리 및 공급체계의
역량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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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 본 KAPEX 사업을 통하여 필리핀 쌀 종자 보급 및 유통과 관련된 문제
점을 분석하고 보급 및 유통시스템 관련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KAPEX 공동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역량강화 모델 및 필리핀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종자 선정 및 보급 방안을 구축하고자 함.

○ KAPEX 사업을 통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종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
해서는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과 함께 저장시설 설립, 전반적인 관
리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앞
에서 언급한 종자 관련 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 등의 문제점과 연결하여
종자관리를 위한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향후

ODA사업

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 가능 유무
○ SDGs의 농수산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어업강화와
농촌개발 및 농촌 지역주민의 포괄적 웰빙을 보장하는 것임.

2019년

KAPEX 사업은 농수산업 생산 기반 구축, 농민협동조합 육성 및 농가소
득 증대, 수확 후 관리 개선 등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수
산업 강화(SDGs 세부목표: 2.3, 2.4 14.2, 14.4, 14.7, 17.11)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인프라 개선, 지역주민 역량 강화와 관련
된 활동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종합개발(SDGs 세부목표:

2.3, 2.4, 9.1, 11.1)에 기여할 수 있음.

○ 본 사업이 향후 ODA 사업으로 연계될 경우 활용 가능한 SDGs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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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사업 성과지표는

<표 3-1>과 같음.

<표 3-1> ODA 사업 연계 시 활용 가능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따른 사업 성과지표
SDGs
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농수산업
생산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농민협동조합 육성 및

강화
(SDGs 2.3, 2.4, 14.2,

농가소득증대

14.4, 14.7, 17.11)

수확 후 관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생활환경 및 인프라

농촌종합개발 (SDGs

개선,

2.3,

지역주민 역량 강화

2.4, 9.1, 11.1)

•
•
•
•
•
•
•
•
•
•
•
•
•
•
•
•
•
•
•
•

농업 인프라 분야 정부지출
농업 생산량 증가율
식품 손실량(T/ha)
전수된 영농기술의 활용도
농수산업 연수,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 수
조합 참여 농가 생산성(투입량 대비 산출량)
협동조합원 농가 생산량
협동조합 통해 신규 창출된 일자리 수(청장년, 성별)
농민조직 참여 농가 소득(USD/ha 또는 USD/명)
농민조직 여성회원 수(명)
농식품 안전 사고율
농식품 관리 정책 및 제도 입법화 정도
농가 농산품 판매단가 상승율
농산물 수확 후 손실율
농가 소득 증대율
농수산품 수출량/비율
작물 및 농산품 생산량
식량부족 지역 주민 비율
역량개발 관련 활동 수
역량 개발 및 기술 지원 훈련받은 인원 수

자료: 2019년도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2018) 토대로 저자 재구성(p. 67).

4.3. 수원국의 태세

□ 조직 및 조직역량
○ 사업시행기관인 필리핀 미작연구소(PhilRice)는 1985년 설립된 필리핀
정부 기관으로 필리핀 쌀 농부와 필리핀 쌀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환경 친화적이며 기관 간 협력 관계에 기반 한 연구개발을 통해 쌀의 수
익성, 경제성 및 지속 가능성 증대에 목표를 두고 있음.

- 이 연구소는 쌀 생산 관련 기술 개발 및 농민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에 위치한 쌀 생산 기술 관련 57개 기관 및 70개의 종자
센터의 네트워크를 조정하여 중앙 및 지역사무소(총 9개)에서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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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필리핀 미작연구소는 크게 연구부(Office for Research), 개발부(Office
for Development), 행정서비스 및 재무부(Office for Administrative
Services and Finance)와 지역사무소로 구분되어 있음.

- 연구부는 쌀 생산 관련 기술 연구를 중점으로 하는 부서로 식물 교배 및
바이오기술, 쌀 생산 공학 및 농기계, 유전자원, 작물 보호 등을 연구하고
있음. 개발부는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정보 시스템, 사회경제 등을 중점적
으로 다루고 있으며, 행정서비스 및 재무부는 재정 및 경영, 비즈니스 개
발 등을 담당하고 있음. 지역사무소의 경우 Batac, Isabela, Los Banos,
Bicol, Negros, Agusan, Midsayap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농민들에게
쌀 생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 필리핀 미작연구소의 경우, 필리핀 쌀 생산과 관련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며, 필리핀 농업부 산하의 기관으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쌀 생산, 특히 종자
와 관련된 사업 경험도 보유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필리핀
쌀 종자 보급 시스템에서 미작연구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KAPEX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4.4. 협력 가능성

□ 국내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 현재 필리핀 미작연구소에는 농촌진흥청 KOPIA센터에서 농업분야 국
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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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PIA는 2010년부터 필리핀 미작연구소에 설치되어 필리핀과의 농
업기술과 관련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필리핀 미작연구소

(PhilRice)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KOPIA 필리핀 센터에서는 벼
종자 증식 및 보급을 위한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반뚝(누에바에시아 주), 시나바안(일로일로 주), 우바이(보홀
주) 3개 시범마을을 조성하였음.

· 반뚝 시범마을은 관개지역으로 기계화영농을 이룩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영농조합을 결성하고 기금을 활용하고 있어 필리핀에서 가
장 앞선 농업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시나바안은 비관개 지역으로 해마다 건기에 물이 부족하여 벼농사
를 할 수 없었으나,

KOPIA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자조적인 노력으
로 관개수로를 50헥타르 정비하고 양수시설을 구비하여 연간 8만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올리고 있음.

· 우바이 시범마을에서는 필리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인디카벼가
아닌 열대 자포니카벼 재배에 성공하여 소득을 높이고 있으며 새마
을쌀 브랜드로 개발하여 밥맛이 좋고 품질이 좋은 쌀 생산으로 이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음.

- KOPIA 필리핀 센터의 경우, 2019년도 KAPEX 사업시행기관인 필리
핀 미작연구소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협력기관이기 때문에 향후
KAPEX 사업 추진시 공동조사 및 현지워크숍 등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2018년 2월 사전타당성 조사 시, KAPEX 사업 담당자와 함께
KOPIA센터를 방문하고 2019년도 사업설명 및 추후 협력방안에 대
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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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동조사 한글 요약본

1. 라오스

1.1. 연구 배경

○ 농업분야는 라오스의 핵심 중요 산업으로써 농촌지역의 빈곤을 감소시
키는 중추적 역할 담당

·

- 전체 인구 650만 명중 80%에 해당하는 500만 명이 농업과 직 간접적
으로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0%가
전업농으로 파악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된 교통, 낮은 생산성, 더딘
기술보급 및 기계화율로 인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
으며, 특히 이와 관련된 농업시장 및 유통과 가치사슬에서 상당한 문
제가 발생

○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라오스 정부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역량강화

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생산과 경쟁력을 갖춘 농업으로 발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이를 위해 대상지 내 농산물 유통 및 협동조합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파
악하고, 관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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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을 제안하고자 함.

1.2. 연구 내용

□ 라오스 농산물 유통 현황
○ 라오스 농업은 상업화 초기 단계로 시장과 유통 하부구조의 발달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쌀은 도정업자 또는 상인이 농가에서 수집을 하여 소비지 소매상에
판매하는 단순한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유기농쌀의 경우는 이
를 취급하는 기업이 중간 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청과물의 경우도 생산자-중간상인-소매상이 지배적인 형태로 도매시
장이 발달하지 않았으나, 최근 수도 비엔티안에 유사도매시장이 개설
되어 거래되고 있음.

○ 농산물의 거래는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고 무게를 기준으로 거래하고 있
기 때문에 품질 차별화 등의 유인이 크지 않고, 포장이 잘 되지 않아 유
통과정에서 감모가 큼.

○ 농산물의 유통마진에 대한 조사나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
악할 수 없으나, 현지 조사 시 농업인들이 상인들의 가격횡포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지 않음.

○ 현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생산비중이 높은 일반흰찹쌀의 유통마진
율[(소비자가격-농가판매가격)/소비자가격]이

41.2%인데 반해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유기농쌀과 일반흑멥쌀은 마진율이 80%대로 매
우 높은 편임.
- 이처럼 유통마진율이 높다는 것은 유통구조의 전근대성, 소량거래,
정보 유통의 부진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됨.
- 이는 시장대응력이 약한 소농이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통해 교
섭력을 높이고, 공동판매를 통한 규모화로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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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함.

□ 라오스 협동조합 관련 현황
○ 현재 라오스에는 저축그룹을 포함하여 4,339개의 농민조직이 조직되어
있는데 그 중 농업협동조합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농업인그룹(FG)은

3,630개임.

○ 라오스는 총리령 115호(2009)와 136호(2010) 등 두 개의 농업협동조합
관련법규가 있으나 실제로 협동조합이 운영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
임.

- 라오스 농림부령 2,984(2014.9.25.)은 생산자 그룹 설립에 관한 규정
이고, 농림부령 2,983(2014.9.25.)은 농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으로,
생산자 그룹과 농업협동조합 실태 점검과 그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의 성격과 구성요건 등 기초적인 사항만
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 법에 따라 등록된 협동조합이 극소수인
데다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임.
* 4,339개의 농업인 조직 중 등록 조직은 582개이고 그 중 농업협동조합은
9개임.

○ 현재 추진 중인 라오스의 제8차 5개년 농림개발계획(2016-2020)은 품목
다양화, 민간의 농업생산 참여 촉진,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등

1980

년대말부터 전환된 정책 방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
은 이 계획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임.

- 각 주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농민그룹 또는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
여, 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향후 400~500개의 농민그룹을 추가로 설립하여 농업협동
조합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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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300-400개는 경종작물에, 50-100개는 축산부문에서 조직할 것
이며 농업협동조합은 전국에 5-10개 정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이들을 통해 농림 연구와 시험결과를 보급시킬 계획임.

1.3. 문제점 분석

○ 조합의 생산규모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조합원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원 소득 증대 등의 유인책이 필요함.

- 현재는 협동조합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공동사업이 확실하지 않으
며 판로가 안정적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조직화 수준이 높으
며, 쌀 공동판매계획을 구체화하는 등을 고려할 때 농업협동조합으로
의 향후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협동조합에서 소유하고 있는 쌀 소포장기로는 전 생산물량을 수급
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도정시설이 부재하여 인근 마을의 도정시설을 이
용해야하는 하는 실정임.

- 따라서 관련 협동조합의 시장접근성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정 및

·

포장시설 등의 지원과 협동조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등
이 필요함

○ 수익성 있는 작목의 생산량이 많으며, 새로운 소득원으로 전환하고자 의
욕이 있는 편으로 조합원 편익 증가를 체감할 수 있게 되면 협동조합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쌀 수확후 관리 관련 시설 부재와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도정시설, 건조지설 등의 관련
시설 지원 및 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임.

○ 채소는 품목별로만 나누어질 뿐이며 등급화는 하지 않으며, 판매하지 못
한 채소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떨이로 판매 처분하고 있어 수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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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수확후 관리 특히 선별 및 포장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 시설
지원이 필요함.

○ 현재와 같은 생산과 판매 상황에서 공동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
로는 자재 구입, 판매장 관리 및 판매활동, 수송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공동퇴비장의 운영, 비닐 등 공동구입, 공동판매 및 공동운송은 비용
절감의 효과가 분명해 보이며, 이를 위한 시설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
음.

○

장기적으로 유기농채소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연맹(Organic Farm
Cooperative Federation or Union)을 결성하도록 유도하여 연합회가
공동 매장을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비엔티안 시에서 유기농채소 판매장 이전 및 공동 직판매장 건
립 등을 고려하고 있음. 이와 연계한다면 농민그룹 또는 협동조합이
생산한 유기농 채소를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1.4. 향후 ODA 사업 제안 및 결론

○ ODA 사업 제안 개요
구분
사업목표

세부 사업 요소

내용
농업협동조합 운영 및 협동조합의 주요 품목 가치사슬 개선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
Ÿ

시장접근성 강화를 위한 관련

Ÿ

인프라 구축
생산 관련 인프라 구축

Ÿ

농업협동조합 역량강화 관련

Ÿ

도정 시설, 저장 및 보관 시설, 건조시설 및 판매장 등 관련 시설

Ÿ
Ÿ

구축
비닐하우스, 양수기, 생산 관련 농기계 관련 기자재 지원
관련 기자재 지원

Ÿ

워크샵 개최를 통한 협동조합 운영 및 수확후 관리 관련 역량강화

Ÿ

관련 공무원 및 협동조합원 대상 현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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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수확 후 관리 기술 교육

전문가 파견

Ÿ

협동조합 관리 및 운영

Ÿ

초청연수

Ÿ
Ÿ

농업생산 및 유통 관련 인프라 운영
국내초청연수를 통한 협동조합 운영인력 담당자 역량강화

Ÿ

협동조합 매출액 증가율

Ÿ

협동조합 수 및 가입 농가 수 증가

Ÿ

성과

○ (기회요인) △“빈곤퇴치를 위한 라오스 쌍통군 식량생산거점 개발사업”
과 연계 추진 가능 △ 현재 비엔티안 시 정부에서, 비엔티안 시 내 유기
농채소 직판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 라오스 정부 사업과 협력할 수 있
는 가능성 있음.

2. 몽골
2.1. 연구 배경

□ 몽골 도르노드(Dornod) 주(Aimak, 아이막) 식육가공품 가치사슬
○ 몽골 축산분야 가치사슬 현황 분석을 통한 축산업 분야 문제점 및 경쟁
력 파악

- 몽골 축산업 분야는 시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인
프라,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발전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축산업 분야의 발전 잠재력이 높은 도르노드 주의 축산업
가치사슬 현황 및 취약분야를 파악하고 경쟁우위 분석을 통해 수출확
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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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 연구 내용

□ 몽골 축산업 개관
○ 몽골은 전통적으로 양, 염소, 소, 말, 낙타를 기반으로 하는 축산업이 국
가 경제 및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몽골 인민공화국 기간에는 유럽의 농경 방식을 차용하여 활용하였음.
○ 1950년 후반 대형 협동조합을 조직하였고 농·축산업 종사자를 위한 동
물 사료 지원 등의 활동이 있었음.

○ 1990년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되면서 비교적 잘 발달된 인프라 및 정부

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중단되어 가축 생산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함.

□ 몽골 축산업 경제
○ 몽골의 농업, 임업 및 어업은 국내 총생산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는 반
면, 축산업은 약

90%를 차지함.

○ 국가 노동력의 절반이 직·간접적으로 가축 양육에 의존하여 생계 유지
○ 몽골 축산업 분야의 수출 시장 확대는 국가의 장기적 목표이지만 축산물
품질문제 및 인프라 부족, 마케팅 부족 등의 한계에 직면해 있음.

○ 최근 몇 년간 전염병 등의 문제로 육류제품 수출이 제한되었으나 말고기
및 열처리된 육류제품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17년 기준, 말고기 수출 비율은 총 수출액의 3분의 2를 차지함.
- 육류 제품 수출 이외에도, 육류, 가금류, 식용 돼지지방 등의 수입액
이 2,380만 달러.

□ 가축의 수 및 구성
○ 몽골의 주요 오축(五畜) 중의 하나인 양은 1990년대 양과 염소 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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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3을 차지하였음.

○ 최근에는 양과 염소의 비율이 거의 같음.
○

- 염소는 가장 많이 방목하는 가축으로 캐시미어의 원료로 사용되어 시
세가 높음. 그러나 염소 비율이 높을수록 목초지 퇴화 둥의 문제를 발
생시킴.
현재 전체 가축의 86.8%는 양과 염소가 차지함.

□ 몽골의 식육가공품 가치사슬
○ 육류공급관리

- 육류 공급의 가치사슬 체계는 전형적으로 목축업자와 중개인 간의 활
동으로 규정됨.
- 가치사슬 체계에서 공급 및 관리가 가장 중요함.
- 몽골의 절기는 사계절로 겨울 동안 가축은 체중의 10~30%를 손실하
고, 가뭄과 기후 변화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사료공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여 기아 및 사망률이 증가함. 이에 따라 가축의 공급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목초지 관리

-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집단농장의 정교한 관리
체계도 붕괴 됨

- 가축의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목초지가 필요하지만 목초지
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초의 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수의학 서비스

- 몽골은 1961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회원이었으나 수의학 서비스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 수의사의 급여가 국가 평균 임금의 절반에 해당.
- 공공부문에서 수의학 서비스는 솜(som, 우리나라 ‘군’에 해당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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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단위)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고, 축산 및 목장 관리, 1차 보건관리를
하고 있음.

- 수의학 서비스 이용비용은 양 한 마리당 연간 50,000 투그릭(한화 2
만 1천원)필요함으로 (양 한 마리당 연간 평균 수입은 60,000 투그릭
(한화 약 2만 5천원)) 4.9%의 목축업자 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실정.
- 수의사의 급여는 국가 평균 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

○백신접종

- 가축 예방접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질병이 발생한 이후
에 백신을 접종 하는 상황.
- Biocominat은 몽골에서 가장 큰 백신 공급원으로 oil-emulsion을 사용
하는 구제역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고 있음.
- 가축 백신의 총 수입 중 70%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가축사육

- 1965년과 1990년 사이 자연교배와 인공수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
음.
- 현재 인공 수정된 동물의 수가 양 100만 마리, 소 40,000마리, 염소
80,000마리
- 몽골은 1996년 가축유전자 은행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8
년 현재 여성 가축인공수정사는 총 23명으로 목축업자에게 상담 및
동물 임신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가축인공수정사는 대부분 몽골 중부 지역에 있고 서부 지역에는 없
음.

○사료공급

- 2016년 기준 국내 사료공급은 97%로 약 140만톤이 공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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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생산은 천연사료(목초지), 사료작물, 산업사료 총 3가지로 구분
됨.
- 천연사료는 총 사료 생산량의 5분의 4를 차지함. 그러나 기상조건과
자연환경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음.
- 사료작물은 천연사료를 대체할 수 있고 정부에 등록된 산업사료 생산
업체는 2017년 현재 116개 단체로 이 중 68개만 운영하고 있음.

○ 축산연구

- 1990년대 이전에는 축산업, 식물과학, 농업 기계 및 식물 보호 분야의
7개 연구기관이 운영되었고, 11개 농촌지역에 현장 실습장이 존재하
였음.
- 사회주의 정권 붕괴 이후 농업 연구 및 훈련 활동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중앙정부, 주(아이막), 군(솜) 사이의 조정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음.

○집약농업

- 2017년 기준, 총 3,592개의 집약농업 농장이 등록되어 있음. 이 중
48.6%는 양고기 농장, 양털 농장 및 소 농장으로 구성되었음.

○가축 질병 청정지역

- 몽골 정부는 가축 질병 청정지역으로 11개 주를 제안하였음.
NO

Arkhangai aimak

1

Bayankhongor aimak

2

Bulgan aimak

3

Gobi-Altai aimak

4

Darkhan-Uul aimak

5

Dundgobi aimak

6

Uvurkhangai aimak

7

Umnugobi aimak

8

Zavkhan aim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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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Uvs aimak

10

Khuvsgul aimak

11

Selenge aimak

- 민간 기업들은 상업적으로 검역소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육가공 산업

- 2017년 기준 총 48개의 육가공 공장이 있고, 이 중 25개의 공장만 운
영 중. 이 중 8곳은 위생기준 AAA 최고 수준을 충족하며, 나머지는
AA 수준을 유지함.
- 연간 육류 가공 총 용량은 4,483만 톤. 2016년 기준 육가공 생산의
2.25%만이 산업 가공 시설을 통해 공급됨.

○전통적인 목축업 방식의 변화

- 몽골 축산업은 자연환경에 취약하고 가시사슬 체계는 비효율적임.
- 변화를 위해서는 축산업 환경을 현대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유기농 식품 개발을 통해 틈새시
장을 찾는 것이 필요함.

□ 사업 대상지(도르노드 주) 축산업
○ 도르노드 주 개관

㎢

- 도르노드 주는 몽골 동쪽에 위치하며 면적 123,597.43 , 인구 79.5만
명으로 14개의 군으로 이루어졌음.
- 2017년 도르노드 주의 총 산업 생산량은 579억 투그릭(한화 2억
4,318만원), 전체 총 생산량의 0.4%를 차지함.
- Aduunchuluun LLC (석탄광산), Dornod Guril LLC (밀가루 생산),
Dornod Electricity Grid LLC (전기유통) 기업의 생산량은 아이막 총
생산량의 94%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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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노드 주 축산 현황

- 2016년 기준 몽골 전 지역 가축 수는 6,150만 마리이며, 이 중 도르노
드 주의 가축 수는 2,057만 8천 마리로 2.8%를 차지함. 이중 양
48.7%, 염소 28.8%, 말 12.2%, 소 10.1%, 낙타 0.3%로 구성됨.
- 염소 가축 수가 증가되면서 가격도 인상 됨. 낙타의 수는 점차 감소하
는 추세로 목축업자가 운송수단으로 자동차 및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어 낙타의 선호도가 낮음.

- 가구당 가축 보유수는 아래 표와 같음.
가축 수

가구 비율

최대 200마리

62.6%

201-500마리

22.5%

501-999마리

11.1%

1,000-2,000마리

3.3%

2001~이상

0.5%

- 2017년 기준 가축 소비는 총 358,221마리로 2016년 대비 36% 증가.
- 연간 한 가구당 54마리의 가축을 소비하였음.
- 국내 육류 소비량은 약 40만 톤으로 추정되며 도르노드 주의 연간 육
류 소비량은 약 10,000톤으로 파악됨.

○ 도르노드 주 육류 공급 관리

- 1970년 설립된 Dornod Meat Combine은 1992년 Dornod JSC로 구조
조정 되었으나 수년간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음. 이후 2008년 공장 일
부가 Just Group으로 편입되어 Dornod Makh Market사가 설립되었음.
일일 가공 용량은 말, 소, 낙타 200두, 양, 염소 1,600두며 저온저장고
용량은 3,000톤임.

○ 도르노드 주 축산업의 잠재력

- 도르노드 주는 러시아와 중국 국경과 연결된 유일한 지역으로 러시아
보르자(Borzya) 지역 시베리아 횡단 철도지선과 연결되어 있고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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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항구에서 육가공품 수출이 가능함.
- 몽골 중앙지역에 비해 육류의 재고 비율이 낮고 지정학적으로 건초
생산에 유리하며, 자연 목초지에서 방목하여 가축을 사육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음

-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러시아와 연결된 철도, 사료생산 및 육가공 산
업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음.
- 유기농 및 사회생태적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
자본이 유입되고 있음.
2.3. 문제점 분석

○ 정부의 명확하고 확실한 축산업 분야 이행 전략의 부재
○ 축산업 분야의 저성장 추세
○ 축산업 분야 R&D 투자 및 재정 부족
○ 가격 우위에 있는 외국 경쟁업체들의 몽골 수출시장 진출 잠재력
○ 육가공 생산라인 부족 환경이슈(기후변화) 및 계절변화에 취약한 목축
분야

○ 목축업 육성 및 비즈니스 교육, 직업교육의 부재
○ 저장 및 운송 인프라 부족 문제
○ 동물의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위험
2.4. 향후 ODA 사업 제안 및 결론

○ ODA 사업 제안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표

사업계획

축산물 가치사슬 이해관계자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수출 시장 접근성 향상
Ÿ

수출품, 무역, 금융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 및 법률 요건 완화

Ÿ

비광물 생산을 촉진하여 수출 다각화 및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지원

Ÿ

무역 확대 및 수출 시장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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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축산물 가치사슬 내 주요 행위자 중 하나인 목축산업 협동조합에 지식 전수를 통한 역량 강화
- 축산물 가치사슬에 대한 기본 교육
- 특정 상품 수출 및 수출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행

사업내용

Ÿ

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 시장 조사 및 분석
-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수출 관련 맞춤형 교육 지원

수혜자

성과

파급효과

Ÿ

직접 수혜자: 사업대상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 및 목축산업 협동조합 관계자

Ÿ

간접 수혜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관계자

Ÿ

수출 중소기업을 포함한 축산물 가치사슬 내 행위자들이 가치사슬 및 수출 관련 지식을 습득

Ÿ

사업 수행기간 수출업체 증가

Ÿ

수출량 증가 및 진출 시장 확대

Ÿ

가치사슬 및 수출관련 정책, 제도적 역량 강화

Ÿ

중소기업 고용 증가

Ÿ

수출 품목 다양화 및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한 파급효과를 기대

Ÿ

생산성 향상, 축산물 품질 개선, 고용 창출 효과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반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

○ 결론 및 제언

- 몽골의 육류 생산 가치사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공급보다 가공 단
계에 집중되어 있으나 공급관리는 가치사슬 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가치사슬 내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전통적 축산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 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국내 목축업계는
그러한 변화를 주도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 대다수의 목축 농가는 축산물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기에는 소득이 충분하지 못함. 판매는 대부분 비계약방
식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도르노드 주는 몽골 내 20개 주와 비교했을 때 육류 생산에 비교우위
가 있음. 첫째, 도르노드 주는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유일한 곳
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어 식육제품 수출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춤. 둘째, 도르노드 주는 중부지방과 같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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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목이나 과잉 공급의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음. 셋째, 도르노드 주
는 사회주의 정권 시절보다는 쇠퇴하였으나 산업발전에 필요한 역량
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

- 현행 가치사슬 체계에서는 목축 농가와 중소규모 축산 농가가 생계유
지에 부담이 커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 어려움.
- 따라서 민관이 협력하여 농가가 제도화된 협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하고 이를 통해 중개상인의 역할이 축소되면 농가와 육
류 생산 업체가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3. 캄보디아

3.1. 연구 배경

□ 캄보디아의 농업 현황 및 개발전략
○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85% 이상은 농업에 종사하며, 전체 인구의 80%
은 농촌에 거주함. 캄보디아의 총 농업생산액은

2013년 기준 48억 4천
4백만 달러에서 2017년 52억 4천 6백만 달러로 증가하였음(캄보디아 농
업센서스, 2013).
- 총 국내총생산 대비 농업의 비중은 2013년 31.6%에서 2017년 24.9%로
감소하였으며, 2017년도 기준 연평균 농업의 성장률은 1.6%임.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는
- 155 -

농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적 목표를 담은 농업개발전략계획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2014-2018을 수립하였으며, 이
는 연평균 농업의 성장률을 5%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농업개발전략계획(NSDP) 2014-2018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5가지 정책
적 목표는 1) 농업 생산성 향상, 다각화 및 상업화, 2) 연구 및 기술개발
을 통한 축산물 위생 강화 및 생산량 증대, 3)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 관
리, 4)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5)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
선 및 지원강화임.

○ 캄보디아의 채소 재배 면적은 2017년 기준 약 5만 4,476ha이며 총 생산
량은 약 49만 1,825톤을 기록하였음. 캄보디아의 채소 재배 면적과 생산
량은 전년도 대비 각각 11%, 15% 증가하였음(MAFF, 2017).

- 농업개발전략계획(NSDP) 2014-2018에 따른 채소 산업 부문의 주요 정책
적 목표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 강화를 통한 국민 영양 개선,
생산량 향상을 통한 농산물 자급 달성 및 수출 강화임.

○ 현재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리적
위치 및 기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콜리플라워, 감자 등과 같은 부가가치
가 높은 품목의 생산량은 저조함.

- 캄보디아의 국내 채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 70만 톤의 채
소 물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필요 물량의 60% 정도만이 공
급됨. 이에 따라 캄보디아는 베트남 및 태국을 포함한 인접 국가로부터
양배추, 당근, 콜리플라워, 양파, 감자 등의 채소를 수입해오고 있음.
- 현재 몬둘키리(Mondulkiri)(Mondulkiri)와 푸르삿(Pursat) 등 일부 산지
지역에서는 채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인식됨.

□ 연구 대상지의 채소 생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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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둘키리(Mondulkiri)는 캄보디아의 북쪽에 위치하며 해발 고도는
700~750m이며, 연중 기온은 14~28°C 정도임. 또한 수도인 프놈펜
(Phnom Penh)으로부터 약 280km 정도 떨어져 있음.

- 몬둘키리(Mondulkiri) 주 내 센모노롬 마을(Sen Monorom Town)과 오레앙 군
(O Reang District)에서 일부 농가가 채소를 재배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몬둘키리(Mondulkiri)의 전체 채소 재배 면적은 406ha이며,
총 채소생산량은 912톤으로 나타남. 센모노롬 마을(Sen Monorom
Town)에서는 약 50가구가 채소 재배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 센모노롬 마을(Sen Monorom Town)과 오레앙 군(O Reang District)의 토양
특성은 유사하나, 상대적으로 오레앙 군의 고도가 높고 농지 면적의 크기
가 큼.

3.2. 연구 내용

□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본 연구의 목적은 몬둘키리(Mondulkiri)주 내 센모노롬 마을(Sen monorom

Town)과 오레앙(O Reang District)에서 생산 가능성이 높은 채소 품목에 대
한 가치사슬을 분석함으로써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채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국제협력사업을 발
굴하는 것임.

○ 선정된 연구 대상지 내 4개 채소 품목(감자, 배추, 양배추, 콜리플라워)의

가치사슬을 분석하기 위하여 투입재 상인, 협동조합, 채소 농가, 수집업
자, 프놈펜(Phnom

Penh) 내 채소 소매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이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도식화하였음.
- 이와 더불어 수입 채소의 가치사슬을 분석하기 위하여 프놈펜(Ph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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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h) 내 채소 수입업자와 도매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음.

○ 사전 설문조사 통해 채소 가치사슬 내 각 이해관계자의 표본을 추출하였

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연구 대상지 내 설
문할 채소 농민을 선정하기 위하여 목적 샘플링(purposive

sampling) 방

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표본을 추출하였음.

- 몬둘키리(Mondulkiri)에서는 센모노롬 마을(Sen Monorom Town)과 오레앙
군(O Reang District)내 채소 재배 농민(23명), 투입재 상인(4명), 채소 수
집업자/교역업자(9명), 농업교육인(2명), 주정부 농업교육인(1명), 농민협
동조합 대표(1명)를 조사함.
- 프놈펜(Phnom Penh)에서는 주요 3개 농산물 시장(Phsar Derm Kor, Phsar
Neak Meas and Phsar Chba Ampov)을 중심으로 채소 수입업자(3명), 수입 채
소 도매인(19명), 몬둘키리(Mondulkiri)에서 생산된 채소와 수입된 채소를 판
매하는 소매업체(4개)를 조사함.

□ 연구 대상지 내 채소 가치사슬
○ 설문조사를 통해 채소 가치사슬 내 주요 이해관계자로 농민, 협동조합,
지방농림수산부(Provincial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DAFF) 농업교육인, 투입재 상인, 수집업자, 도매상, 수입업
자, 소매업체 등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
산물이 2개의 상이한 경로를 통해 프놈펜(Phnom Penh) 내 주요 시장으
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남.

○ 몬둘키리(Mondulkiri) 채소 가치사슬 내 투입 단계에서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지방농림수산부(PDAFF) 및 NGO의 농업 교육인과 투입재 상인으로 나타남.
가치사슬 내 주요 행위자인 채소 농민은 생산된 전체 채소 물량의 68%를 수집
업자에게 납품하고, 30%는 마을 내 소매상인에게 공급함. 이외 현지 여행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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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에서 방문하는 고객에게 판매함.
- 몬둘키리(Mondulkiri)에서는 수집업자들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업교육
및 시장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음.

○ 몬둘키리(Mondulkiri) 내 수집업자를 통해 수집된 채소의 약 46%는 소
매상인을 통해 프놈펜(Phnom

Penh) 내 채소 가게로 유통되고, 약 15%
의 물량은 다른 주(Province)로 유통됨. 나머지 3%는 프놈펜(Phnom
Penh) 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고 있으며, 4%는 마을 내 소매업체로
유통됨.
- 몬둘키리(Mondulkiri) 내 대부분의 채소 품목은 공급 사슬은 위와 같으
나, 감자의 경우 재배 농가가 존재하지 않아 공급 체인은 다른 양상을 보
일 것으로 예측됨.

○ 베트남 및 중국의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채소의 공급 사슬을 보면, 수입
업자는 수입 채소를 프놈펜(Phnom Penh) 내 채소 도매상으로 유통함.
채소 도매상은 수입 채소를 주로 소매상에게 판매하며, 소매상은 프놈펜
(Phnom Penh) 이외 주(Province)로 채소를 납품함.
-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가치사슬을 비교한 결과, 특징적임 점은 프
놈펜(Phnom Penh) 내 일부 채소업체들은 몬둘키리(Mondulkiri) 또는 지
방에서 생산된 국산 농산물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임.

3.3. 연구결과 및 시사점

□ 채소 가치사슬 분석결과
○ 몬둘키리(Mondulkiri) 내 감자, 양배추, 배추, 콜리플라워의 생산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감자의 경우 현재 캄보디아 내에서 생산이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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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시범적으로 감자가 생산되고 있으나 자급목표 수준에 미치지 못
함.

- 채소의 공급사슬에서 중국, 베트남 및 태국으로부터 수입된 채소와 국
내에서 생산된 채소 간 경쟁적인 구도가 존재하며, 두 종류의 공급 체인
은 프놈펜(Phnom Penh) 내 소매상 및 소비자 단계에서 수렴함.

○ 캄보디아에서 채소 수입업자와 도매상간의 직접적인 관계로 인해 프놈
펜(Phnom

Penh)으로 수입 농산물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음. 특히 도매

상들은 수입 농산물의 운송 및 저장 경로가 구축된 점을 이유로 수입 농
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이에 반해 국산 농산물의 경우 저장 및 유통 시설 등이 열악하여 운송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됨. 수입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인식 차이는 생산 후 판매업체로 납품되는 과정에서 수확
후 관리 기술 등이 부족하여 형성된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몬둘키리(Mondulkiri)의 채소 가치사슬을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

의 국산 채소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존재하며, 그 이유로
채소 농가가 프놈펜(Phnom

Penh) 내 판매업체들과 수직적으로 조직되

어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 현재 몬둘키리(Mondulkiri) 내 채소 수집업자들을 농민들로부터 생산된 채
소를 수집하여 프놈펜(Phnom Penh) 내 채소업체 납품하며 이를 통해 창출
된 수익을 농민에게 지불해오고 있음.
- 몬둘키리(Mondulkiri) 내 채소 농민과 프놈펜(Phnom Penh) 채소업체 간
수직적이고 통합적인 관계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존재하
며, 이러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함.

- 특히 프놈펜(Phnom Penh) 내 일부 채소업체들은 몬둘키리(Mondulkiri)에
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주로 판매하며, 이러한 공급체인은 NGO와 지방농
림수산부(PDAFF)의 지원으로 형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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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산 농산물의 생산량이 저조하고 연구 대상지 채소 재배 농가의 규
모가 작아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어느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
익을 창출하고,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
은 어려움.

- 가치사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업 투입재의 사용량이 낮고, 가구 내 노동
력을 활용하는 농가의 수익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이는 농가의 채
소 생산 규모가 소규모인 조건에서 분석된 결과로, 농가의 생산량이 확대
될 경우 채소 생산에 따른 비용과 수익의 구조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양배추 및 콜리플라워의 경우 수입업자 및 수집업자가 가장 높은 이윤을 수
취하는 반면, 배추의 경우 수집업자와 도매상인이 가장 높은 이윤을 획득하
는 것으로 조사됨.

○ 본 연구는 캄보디아 내 감자, 배추, 양배추, 콜리플라워 품목의 가치 사

슬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4개 채소 품목의 생산량을 확대하
고 가치사슬 내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함.

- 현재 몬둘키리(Mondulkiri) 내 농민들이 연중 채소를 시범적으로 재배함
에 따라 채소 생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캄보디아 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채소 생산량 증대를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제도적 개선은 소비자의
식품 소비 요구에 부응하고 캄보디아 농산물의 자급 달성 및 수출 강화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ODA 사업 제안
○ 연구 결과 채소 가치사슬 내 단계별 개선을 위한 진입점(entry point)을
파악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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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단계에서는 고랭지 내 채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 연못 내
관개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농가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채소 재배 면적을
확대할 수 있음.

-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적합한 채소 생산 기술을 전수할 필요가 있으
며, 특히 감자 생산을 위한 기술 교육을 통해 생산 규모의 확대가 필요
함.
- 이와 더불어 수확 후 관리를 위한 기술 전수 및 관련 시설 구축은 국산
채소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농민 조직화 또는 생산자 단체 조성을 통해 채소 농가가 가치사슬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장에서 이들의 가격 교섭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채소 생산자 조직과 수집업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
은 채소 농가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틈새시장을 창출하는 것은 캄
보디아 채소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뿐

만 아니라 유통 및 마케팅 단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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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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