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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이 수행한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사업(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eicnes for Food Security, 이하 KAPEX)의 결과보고서이다.
KAPEX 사업은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분야 정책 컨설팅 사업으로 대상국과의 공동조사, 초
청 및 중기연수, 워크숍 등으로 구성된다. 대상국과의 공동조사는 잠재 사업 대상지역의 농
업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추진 가능한 국제농업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초청 및 중기연수는 한국의 농업 정책 발전 경험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대상국 자체적
으로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과 협력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대상국의 역량 강
화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워크숍을 통해 공동조사의 결과 및 KAPEX사업의 성과를 확산
함으로써 관련 이해관계자간 협력을 도모해오고 있다.
2019년도에는 미얀마 농축산관개부(MOALI) 농업연구국(DAR)과 옥수수 가치사슬 발
전, 인도네시아 농업부(MOA) 토양연구소(ISRI)와 친환경 비료산업 개발을 통한 농업 생산
성 강화, 필리핀 농업부(DOA) 미작연구소(PhilRIce)와 고품질 쌀 종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유통체계를 위한 역량강화를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의 일환으로 국제기구와의 다자성양자사업의 발굴을 위한 글로벌 ODA 포럼과 아시아
7개국과의 농업 분야 사업 발굴을 위한 ODA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따르면 빈곤
및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강화는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이 사업이 대상국의 농업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의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 및 발굴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부 및 우리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등 모든 분들에
게 감사드린다.

201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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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1. 필요성
❍ 우리 정부는 2009년 7월 라퀼라 선언1)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
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와 관련된 농업
부문의 지속적인 투자부진과 곡물가격 급등(2008년)으로 식량안보에 취약한 국가들의
빈곤 퇴치에 기여하고자 함.
- 특히,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 빈곤 퇴치를 위하여 식량안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국
제적 공조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등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자 함.
❍ 국제적으로 식량안보의 의제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 성장을 지
향하는 농업·농촌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전반
의 성장 촉진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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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퀼라 합동 선언(AFSI)'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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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분
야에 걸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으로 대응 방안을 도출하
여야 함.
- 식량안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방식은 농업 생산성 증대 및 관리시설강화 등 농업 전 부
문에 대한 가치사슬(value chain)적 접근을 포함하여 환경, 자원(물적·인적자원), 정
치, 경제를 아우르는 지원으로 해석되어야 함.

본 사업의 식량안보를 위한 라퀼라 공동선언 연계 부분 발췌
2. ··· 식량안보, 영양공급, 지속가능 농업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 분
야에 걸친 포괄적 방법을 통해 ··· 해결하여야 한다.
3. ··· 이를 위해 취약국가 및 지역이 스스로 식량안보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도우며 ···
4. ··· 식량안보 의제는 ··· 농업과 농촌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9. ··· 파트너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노력으로 함께 세계 극빈 지역을 우선적으로
효과적인 식량안보 전략을 설계하고 이행할 수 있음.
12.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세계적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필
요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결의를 다진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년간의 재원약속 등
을 통하여 농업과 식량안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국제사회
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최근까지 대부분의 저개발국은 농업과 식량안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그로 인한
영향과 경기침체가 빈곤을 심화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따라서 식량안보 강
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국가, 지역, 세계 차원에서 공조 노력이 요구됨.
- 1970년대에 국제미작연구소(IRRI)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식량자급을 달성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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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볼 때, 식량안보는 국가차원의 투자의지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식량안
보를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협력대상국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를 통한 역량강화가 전
제조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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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잠재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함. 따라서 협력대상국과의 파
트너십을 통한 공동연구를 확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대
상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개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새천년개발목표(MDGs)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서도 식량
안보 및 농업·농촌개발을 통한 빈곤퇴치는 최우선 과제임.
- SDGs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는 빈곤퇴치와 기아해소이며, 저개발국 빈곤인구의
4분의 3은 농촌에 거주, 농업 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효과는 타부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에 농업·농촌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저개발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우리의 농정경험과 기술 등 성과를 집중적으로 확산시
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직접적인 물자지원 이외에도 정책담당자 스스로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
록 역량을 제고할 필요
-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 전문가 파견, 조사연구, 연수 등을 통한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TC)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
* 1980년대까지 선진국 우수사례에 대한 단기연수 위주에서 ’96년 OECD “지식기반경제” 보고서를 통해
개발경험과 기술, 지식 등의 지원이 직접적인 물자지원에 의한 원조보다 중요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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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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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적
❍ 본 사업의 목적은 기술/정보/훈련 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홍보위주의 일회
성 교육과 일방적인 경험전수를 지양하며, 특정 세부분야에 전문성 있는 양국간 공동 전
문가집단을 구성하고 ‘쌍방향 연구교류 및 정보공유’를 통해 개도국의 식량안보 대응 역
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농업부문 협력대상국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한 공조
강화 및 관련분야 전문가집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식량안보, 빈곤탈피를 위하여 개도국 스스로 농정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의
강화를 지원
- 저개발국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나라의 농림업 분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협
력 사업의 조사 및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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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대효과
❍ 협력대상국이 자력으로 농업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스스로 정
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협력대상국의 농업·농촌부문 개발수요에 우리나라의 협력가능 분야를 적절하게 대응시
킬 수 있는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공동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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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내용 및 구성
2.1. 기본 방향
❍ 협력대상국 농업·농촌부문 개발수요 및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사업 주제의 선
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
- 협력대상국은 자국의 농업·농촌부문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발
협력분야의 주제를 후보로 제시하여 협의. 주제선정을 위한 협력대상국의 경제 및 농
업 현황과 문제점, 정책과제에 대한 자료수집과 기초연구를 수행
- 우리측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주제(‘한국형 ODA 모델’에서의 농림업 협
력 프로그램, 국가협력전략 등)를 제시하여 협의
- 우리나라의 농정 경험과 대상국 농림업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대상
국으로의 성과확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주제로 선정하여 추진

❍ 협력대상국 개발협력수요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주제 선정과 사업내용의 현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전문가 활용 권장
- 현지 개발협력 프로그램 운영시 현장파견 한국 전문가와 국제기구 전문가를 적극 활
용하여 사업의 객관성 및 내실화 도모

❍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 중심의 국내워크숍을 개최를 통해 사업의 결과물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ODA) 프로젝트로 연계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함.

❍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을 통해 유관기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함.
- 국제농업개발협력 정보시스템 및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등을 추진하여 국제농업협
력의 질적 발전에 기여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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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부 사업 구성
❍ 발전 잠재역량 공동연구/조사
- 협력대상국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협력분야 혹은 주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공동연구/조사 수행
- 관련기관으로부터의 개발수요에 대한 파악
- 핵심 분야에 대한 기초통계 수집과 필요시 이해관계자 인터뷰, 우리측 전문가 파견
및 현지 공동조사를 통한 연구수행

❍ 농정 성과확산 연수
- 해당분야 정책담당자, 전문가 대상
- 정책수립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 분야별 우리나라 농정성과 교육, 현장견학 및 실행계
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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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연수 결과 발표, 대
상국 내 국제농업협력기관의 대표 협력사례 소개(라운드 테이블 형식)
- 농림분야 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차년도 개발협력 사업 발굴 등에 활용

❍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중기연수 프로그램)
- 대상국 농업, 농촌 개발 분야 공무원의 정책수립 역량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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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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1. 국가별 사업
1.1. 미얀마
1.1.1. 사업 주제
❍ 미얀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옥수수 가치사슬 발전

1.1.2. 정책협의
□ 주요내용

1) 목적
❍ KAPEX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국과의 정책협의 실시 및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 ROD) 체결
❍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조사 과업지시서(Terms of Reference, TOR) 서명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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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조사, 초청연수 및 중기연수, 워크숍 등 사업활동의 추진 방향 및 일정 논의

2) 기간 : 2019. 4. 21(일) ~ 4. 27(토)

3) 대상기관 :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MOALI DAR)

4) 세부 내용 및 일정
❍ 사업 추진을 위한 미얀마 농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 MOALI) 농업연구국(Department of Agricultural Research, DAR)과
미얀먀농업네트워크(Myanmar Agriculture Network, MAN)와의 정책 협의 실시 및
향후 추진 계획 논의
- 공동조사 추진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 공동조사의 주제, 연구 방법론, 추진 일정, 기대
효과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한 연구 방향 구체화

1.1.3. 공동조사
□ 개요

1) 주제: 미얀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옥수수 가치사슬 발전
2) 기간: 2019.4.1.~9.30.
3) 공동조사 대상기관: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MOALI DAR), 미얀마 농업네트
워크(MAN)

□ 주요 조사 내용

가. 연구 배경
❍ 미얀마에서 농업은 중요한 산업으로 국내총생산의 약 30%, 총 수출액의 약 13%, 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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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의 61%를 차지함.
❍ 옥수수는 미얀마의 핵심적인 농산물로 향후 수출 증대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발전과 농
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Ministry of Commerce, Mid Term
Program, 2016).
❍ 현재 미얀마에서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약 55%는 샨주(Shane State)에서 재배되며, 만
달레이(Mandalay), 마그웨(Magwe), 사가잉(Sagaing), 에야와디(Ayeyarwadi)에서
약 40%가 재배됨. 나머지 2%는 카야 주(Kayar State)에서 생산됨. 전체 옥수수 생산량
의 87%는 5월 중순부터 10월 사이인 우기에 재배되며, 나머지 13%는 관개가 가능한
지역에서 우기가 끝난 10월부터 2월 사이에 재배됨.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약 80%로
사료용으로 이용됨.
❍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미얀마의 농업은 자급자족형 농업에서 상업화된 형태로 전
환하고 있으며, 특히 옥수수에 대한 국내 수요와 중국 및 태국을 포함한 인접 국가의 수
요가 증가하고 있음.
❍ 미얀마의 옥수수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주요 해결과제는 지역별 농업 환경에 적합한 교
잡종의 선발, 비료의 효율적인 사용, 잡초 관리, 소규모 농지에 적합한 농기계 이용 등이
있음. 또한 옥수수 주산지인 고산 지역에서의 보존 농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옥수수의 수확 전후 관리 과정에서 기술 및 시설 부족으로 인한 손실이 많
으며 농민들은 우기에 옥수수의 높은 수분 함유로 인한 곰팡이 감염 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우기 동안의 옥수수의 곰팡이 감염 문제는 샨주(Shan State)에서 심각
한 상황임.
❍ 본 연구에서는 미얀마 옥수수의 생산, 유통, 판매, 수출 등 단계별 가치사슬을 조사하여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옥수수의 생산량 증대 및 사료산업 육성을 위
한 정부 정책 및 관련 전략을 파악하고자 함. 또한 미얀마 옥수수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사료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향후 ODA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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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내용
❍ 연구 대상지는 북쪽 샨주(Naung Khio, Lashio Township), 남쪽 샨주(Taung Gyi,
Ya Sauk Townships), 네피도(Naypyitaw)이며, 연구 방법론은 구조화된 설문지와 공
식적 및 비공식적 집단 면담이 이용되었음. 설문 응답자는 농민 394명, 투입재 공급업
자 27명, 옥수수 수집업자 및 교역업자 20명, 서비스 제공업자 43명, 사료제조업체 5
명, 옥수수 연합회 농민 2명 등을 포함함.
❍ 미얀마에서는 매년 1.6백만 톤 이상의 옥수수가 생산되며(MOALI, 2014), 약 0.9메트
릭 톤의 물량은 인접국가로 수출됨(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2014). 2018
년 기준 미얀마의 전체 옥수수 재배면적은 약 124만 6,500에이커(ac)로 재배면적의 비
중은 샨주(54%), 사가잉(15%), 카야(5%), 마그웨(6%), 아예와르디(3%)으로 높음. 국가
전체적으로 옥수수의 평균 수확량은 1.44톤(ac당)이며, 샨주의 평균 수확량은 1.61톤
(ac당)임(Myanmar Central Statistical Org 2018)
❍ 미얀마에서 옥수수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농민, 수집업자, 도매상인, 교역
업자, 국내 사료제조업체, 해외 수입업자, 서비스 공급업자(정부 및 민간 부문)로 구분됨.
❍ 샨주에서 옥수수 재배 농민들은 대부분 수입 교잡종을 고산지대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옥수수 재배 후에는 경작을 쉼. 현재 미얀마에서 옥수수 품종으로 방임수분품종(Open
Pollinated Variety)과 교잡종(Hybrid Variety)이 이용되고 있으며, 교잡종이 활발하
게 재배되고 있음. 국내시장에서 옥수수의 품종별 가격 차이는 그리 높지 않으나, 수확
시기 옥수수의 수분 함유량이 높아 적정 가격이 산정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옥수수 재배 농민의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농가수취가격이 낮음. 이러한
점은 중개업자와 수집업자에게 수확 직후 옥수수를 판매하는 농가에게 불리한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 들어와 미얀마의 옥수수 시장은 불안정한 시장 가격, 옥
수수 가치사슬 내 제약요인 등으로 인해 가격 변동이 높은 편임.
❍ 수집업자들은 농민들로부터 옥수수를 수매하여 도매상인에게 판매하며, 옥수수의 가격
은 도매상인에 의해 결정됨. 도매상인은 옥수수의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며, 시장 수요 및 중국과의 거래 가격을 토대로 옥수수의 가격과 품질을 판정함.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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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은 농민에게 종자와 비료 등을 제공하기도 하며, 건조기, 탈곡기, 정선기와 같은 시
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여 옥수수를 보관 및 저장함. 교역업자들은 옥수수 저장 및 유통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및 수출시장에 옥수수를 판매해오고 있음.
❍ 생산된 옥수수는 국내에서는 CP(태국), 선진사료(한국), New Hope(중국), DeHeus
(네덜란드), Green Feed(Vietnam)를 포함한 해외사료업체로 납품되고 있음. 지방에
서는 민간 업체에 의해 중소규모의 사료 공장이 운영되고 있음. 미얀마에서 상위 12개
사료업체의 총 사료 생산 가능량은 약 10만톤(월 기준)으로 추정됨(Mekong Business
Initiative, 2017).
❍ 2017년 기준 미얀마의 총 옥수수 수출량은 약 88만 메트릭 톤(MT)을 기록하였으며, 전
체 옥수수 수출량의 약 78~95%는 중국으로 수출됨. 이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
리핀, 홍콩, 대만 등이 미얀마의 옥수수를 수입해오고 있음.
❍ 이외 옥수수 가치사슬에 관여하는 행위자로는 정부기관(농업국, 농업연구국, 농기계국,
농업은행)이 존재하며,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농업국(DOA)은 옥수수를 포함한 주요 17
개 작물에 대한 우수농산물(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지침을 마련하였음.
민간 부문에서는 상인 연합회, 옥수수 농민 연합회(Maize Farmer Association), 민간
은행, 민간 미디어 채널 등이 참여하고 있음.
❍ 2013년에서 2018년 동안 미얀마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3~5%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5~7% 증가하였음. 미얀마의 옥수수 수출량은 2017년도에 들어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였음.
❍ 국제 옥수수 가격은 2013년에 톤당 320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높았으며, 공급량 증가와
수출 국가의 경쟁력 향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톤당 160달러를
기록하였음. 2013년~2014년 동안 미얀마의 국내 옥수수 가격은 세계 평균 가격보다
약 20% 정도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월별 옥수수의 가격 변화는 세계 가격 변화와 동조
적인 것으로 나타남. 미얀마의 국내 옥수수 가격은 중국의 수요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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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에서 옥수수의 수익성은 타 작물(흑녹두, 녹두, 병아리콩, 유지작물) 등에 비해 높
음(세계은행, 2016). KAPEX 공동조사에 따르면 미얀마 샨주의 옥수수 평균 생산량은
3.82톤(ha 당), 시장 가격은 약 168달러(톤당)를 기록하였음. 또한 옥수수 생산에 따른
손익비율은 약 1.05로 나타났음.
❍ 민간 및 공여 입장에서 접근한 미얀마의 옥수수 가치사슬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음. 국내 사료제조 업체와 중국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해 미얀마의 옥수수 생산량은 증
가하여 2020년 생산량은 약 2.35백만 메트릭톤(MT)으로 예측됨. 남쪽 샨주에서 생산
된 옥수수는 주로 양곤(Yangon), 중국 국경과 인접한 뮤즈(Muse), 태국 국경과 인전합
미아와디(Myawaddy)로 유통됨.
❍ 미얀마 옥수수 산업의 강점은 기계화된 농업, 국내 사료시장의 존재, 아세안(ASEAN)
시장 및 중국의 옥수수 수요 증가, 계약재배를 통한 우량 종자 확보 가능, 외국인 직접
투자의 증대 등이 있음. 약점으로는 개별 농가의 우량 종자 접근성 부족, 옥수수의 높은
수분 함유량, 비료 및 제초제 등 투입재의 낮은 품질, 농민의 신용 접근성 부족, 전기 및
인프라 부족 등이 존재함. 기회 요인으로는 국내 및 인접 수출시장의 옥수수 수요 증가,
사료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용 기회 창출 등이 존재하며, 위험 요인으로는 기후변화,
불안정한 옥수수 시장 가격, 수분함유량 관리를 위한 수확 후 기술 부족, 높은 물류비용,
중국과의 불안정한 국경 거래 등이 있음.

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 공동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2013년~2018년 동안 미얀마의 옥수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율은 각 3~5%, 5~7%를 기록하였음. 2018년 기준 국내 사료
수요량은 전년 대비 약 3%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됨. 또한 세계 옥수수의 생산 및 소비량, 수출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미얀마는 대규모의 농지와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
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작 가능한 휴경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미얀마에서 옥수수의 국내 시장 가격이 안정화되고 수출 시장이 확보될 경우, 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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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재배면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샨주에서는 전체 농민의 54%가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체 옥수수의 85%는 고산지대에서 재배됨.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불규칙적인 강수량, 거염벌레병 발생 등은 샨주의 옥수수 농업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함.
❍ 미얀마의 옥수수 가치사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옥수수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건
조 및 저장 기술과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함.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 시장
에 진입할 필요가 있음. 사료 이외 맥주, 전분 등 옥수수를 식용화하기 위한 가공 기술이
개발되어야 함. 이와 더불어 옥수수의 품질 강화를 위한 관련 기준이 마련되고, 가격 및
품질에 관한 정보가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확산되어야 함. 나아가 관련 이해관
계자들이 수평적 및 수직적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옥수수의 수확 후 관리, 저
장 및 건조 단계에서 자본 투자, 인프라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의 통합적 연계 등이 뒷받
침되어야 함.
❍ 공동조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반한 옥수수 가공 및 교육훈련센터 구축을 제안하는 바
이며, 옥수수 가공을 위한 시설(탈곡기, 건조기, 포장기, 저장센터)이 구축되고 관련 이
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함.

1.1.4. 초청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한국의 옥수수 종자보급체계 구축 및 생산기반 조성, 사료산업 육성 관련 농정경험을 바
탕으로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 및 유관 연구기관 연구자의 역량 강화
❍ 국내 전문가 강의, 우수 사례 현장견학, Action Plan 수립을 위한 논의 등 을 통하여 미
얀마 옥수수 종자보급체계 구축, 옥수수 산업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선을 통한 고부가가
치화, 사료산업 기반 조성 등을 위한 농업 정책 전략 수립 및 옥수수 가치사슬 개선을 위
한 ODA 사업 발굴에 기여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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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 : 2019. 5. 27(월) ~ 5. 31(금) (총 7일, 국내 입·출국일 기준)
3) 방문기관
순번

방문지

소재지

1

하나로마트 양재점

서울

2

서울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울

3

국립종자원

경북 김천

4

한국사료협회

서울

5

홍천옥수수연구소

강원도 홍천군

6

홍천사료

강원도 홍천군

7

농협중앙회

서울

4) 참석자
성명

소속기관

직위

1

Tun Shwe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

국장

2

Aung Moe Myo Tint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
쌀 및 기타곡류 연구부

선임연구원
(부국장)

3

Khaing Khaing Htwe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 농업경제 연구부

연구원

4

Naing Win Lwin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

연구보조원

5

Khin Mar Lar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

연구보조원

6

Khin Aye Htun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

연구보조원

1.1.5. 현지워크숍
□ 워크숍 개요

1) 목적
❍ (KAPEX 착수워크숍) 한국 전문가와 미얀마 공동조사단 간 공동조사의 주제, 연구 방법
론, 추진 일정, 기대 효과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한 연구 방향 구체화
❍ (KAPEX 결과공유워크숍) 2019년도 KAPEX 사업의 공동조사(주제: 옥수수 가치사슬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의 결과 공유, 공동조사를 통해 발굴된 ODA 사업의 사업개
요서(Project Concept Paper) 및 사업계획서(Project Document) 작성을 위한 논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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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 :
- (착수워크숍) 2019. 4. 26
- (결과공유워크숍) 2019. 11. 28

3) 주요 논의 내용:
❍ (착수워크숍)
- KAPEX 사업 및 농식품부 ODA 사업의 발굴 및 추진절차 소개
- 1차 현지조사 결과 공유
- 미얀마 옥수수 가치사슬 분석 연구 소개
- 민간 및 공여국 입장에서 접근한 옥수수 가치사슬 연구 소개
- 남쪽 샨주(Shan State)의 옥수수 가치사슬 소개
- CP 미얀마 Co,. LTD 사업 소개
❍ (결과공유워크숍)
- 2019년 KAPEX 미얀마 공동조사 주요 결과
- 민간 및 공여 입장에서 접근한 미얀마의 옥수수 가치사슬 분석 결과
- Fresh Studio(네덜란드계 농업 컨설팅 업체)의 미얀마 옥수수 관련 사업 소개
- 한국의 옥수수 가치사슬 발전 경험
- 선진사료의 샨주에서 생산된 옥수수 수매 현황
- 미얀마의 옥수수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협력 및 ODA 사업 발굴 방안
논의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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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도네시아
1.2.1. 사업 주제
❍ 인도네시아 친환경 비료산업 개발을 통한 농업생산성 강화

1.2.2. 정책협의
□ 주요내용

1) 목적
❍ 2019년 KAPEX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국과의 정책협의 실시 및 협의의사록 체결

2) 기간 : 2019. 2. 17 ~ 23

3) 대상기관 : 인도네시아 농업부 및 인도네시아 토양연구소

4) 세부 내용 및 일정
❍ 공동조사, 국내 초청연수 및 중기연수, 워크숍 등의 사업 추진 방식 및 일정 논의
❍ 공동조사단 과업지시서 서명 및 향후 일정 논의
❍ 현지 공관 및 관계기관 방문을 통한 사업 관련 협조 요청

1.2.3. 공동조사
□ 개요

1) 주제: 인도네시아 친환경 비료산업 개발을 통한 농업생산성 강화
2) 기간: 2019. 4. 2 ~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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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조사 대상기관: 인도네시아 토양연구소

□ 주요 조사 내용

가. 연구 배경
❍ 유기농업운동이란 과거 녹색혁명의 발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이
라는 패러다임의 시작임. 이러한 시도는 조코위 정부(2015~19)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뤄져 왔음. Nawacita(9개 전략)내 포함된 하나가 국내 전략적 산업부분을 추동하여 경
제자립(self-sustaining)을 이루려는 것임.
- 하위 식량 자주성 증진의 하위 아젠다(sub agenda)로 “1,000개 유기농촌부락 건설
(organic farming villages)”이 있으며 2010년부터 시행되어 왔음.
❍ 인도네시아 전체면적의 74.31%가 산성토양(upland)인데, 이러한 산성토양은 낮은 유
기물을 함유하고 있고, 낮은 Ph, 낮은 염기포화(base saturation)와 CEC, 그리고 낮은
N-P-K함유의 특성을 갖고 있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균형시비는 요
원한 상황이라는 지적임.
- 오랜 동안 이뤄져온 토양에 대한 착취는 토양의 생산 능력과 화학적, 물리적 속성의
저하를 가져왔음.
- 결국 이러한 농산물 생산조건의 악화는 농산물을 오염시키고, 토지의 한계수입 감소
현상을 가져옴과 동시에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질소 등
의 문제를 야기하게 됨.
❍ 토양기후연구개발센터(Center for Soil and Climate Research and Development)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11개주에서 토질악화와 질적 저하로 인해 발생되는
임계면적(critical land)이 10.94백만ha에 이르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함.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성격을 개선할
수 있는 유기비료의 사용이 중요함.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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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내용
❍ 유기비료는 경제적, 환경적으로 농업생산 증진에 지대한 기여를 함. 따라서 농민들은 비
유기비료의 축소와 유기비료의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균형시비를 요구받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2008년 이후 유기비료에 대한 가격보조를 해 오고 있음. 2016~18년 사이
연평균 70만 톤의 유기비료가 정부의 가격보조정책에 의해 공급되었음.
❍ 비료보조 정책에서 유기비료 보조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임. 1969년 처음 만들어진
비료보조 정책은 오늘날과 같이 적용되고 있는 폐쇄(closed) 공급시스템이 제정되기까
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오고 있음.
- 2009년부터 시작된 폐쇄비료보조금(closed fertilizer subsidies) 제도는 보조 유기
비료의 경우 FG 가입농민들에게만 지원되는 특징이 있음. 여기에 해당하는
Minister of Agriculture Regulation Number 47/2017에는 보조비료의 배분과
최고소매가격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음.
❍ 보조비료 폐쇄시스템은 그룹(FG)요구에 대한 결정계획(Definitive Plan for Group
Needs (DPGN), RDKK)의 실행으로 구체성을 띄게 됨. 각 지역으로 부터의 비료요구량
에 대한 계획은 먼저 필요한 비료량 규모와 비용의 추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 짐.
- 결정계획(DPGN)은 전자 DPGN시스템(e-RDKK)을 통해 제공됨. 이 전자 시스템은
보조비료배포에서 농민카드(Farmer Card) 시행이 가능한 형식으로 되어 있음.
❍ 현행 보조비료배분시스템에서 비료가격보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여기에서 농민들은
생산비용(Cost of Good Sold (CGS), HPP)보다도 저렴한 정부에서 결정한, 최고소비
가격(Highest Retail Price(HRP), HET)을 지불하고 해당비료를 구입할 수 있음.
- CGS와 HRP간의 차이는 정부에서 제공되는 ㎏당 보조가치분인데, 비료생산비용의
일부로 비료생산회사에 지불됨.
- 보조비료 GRP는 Minister of Agriculture Regulation No. 47/Permentan/
SR.310/11/2018에 의해 결정되어 있음.
- 보조지원 비료의 최고 소매가격(HRP)은 라인 Ⅳ에서 현금으로 농민이 비료 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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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해야 하는 최고 가격임.
❍ 거시차원의 유기비료 수요량은, CDMI(2017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12.3백
만t, 2012년 12.6백만t, 2013년 12.9백만t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다른 하나의 추정은 2030년 정부가 제시한 비옥화 패턴, 5:3:2를 고려하는 경우임.
즉 농경지 1ha당 유기비료 500kg, NPK 300kg, 유안 200kg을 고려할 경우, 유기비
료 수요는 연간 690만t으로 추산되고 있음.
- 위 두 가지 추정치 어느 경우이든 인도네시아 유기농 비료 생산능력은 수요량에 비해
매우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연간 200만t 정도의 생산능력을 가진 유기
비료업계가 생산을 담당해 온 것으로 보고 있음.
❍ 인도네시아 내 유기비료생산자는 3가지 type가 있는데, 국영기업과 SMEs, 그리고
FGs/FGAs임. 일반농가들에 의한 생산과 사용이 있지만 자급자족적인 형태이기 때문
에 제외함.
- 국영 Pupuk Indonesia(Holding)에 통합된 이들은 고체/granule 유기 비료를 kg
당 Rp 500HRP으로 농업인에게 보조 비료 형태로 공급되는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할당 유기비료 생산량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연간 100만t 씩
각 각에 할당하여 옴.
❍ 균형비료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또한 FG가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사
용하여 현장 유기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었음.
- 이 경우, 정부는 기술지침을 동반하여 유기농 비료처리장치(OFPU)를 지원하였음.
민간 유기 비료 생산업체와 마찬가지로 FG의 유기 비료 생산에 대한 데이터도 입수
할 수 없음.
- 하지만 2017~2019년 3,000대의 OFPU 지원 건수는 FG에 의한 유기 비료 생산 규
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함. OFPU 기술지침(2015년 농업기반시설총괄책임자)
에 의해 OFPU당 평균 용량이 하루 최소 1t(또는 연간 360t)이라고 가정하면 OFPU
수혜 FG 그룹이 생산하는 유기 비료의 총 생산량은 연간 110만t 정도로 추정됨.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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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 향후 고부가가치 생산 농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의 유
기비료의 대량생산과 농민들의 충분한 사용, 지방 구석구석까지의 판매망 확보 등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 비유기비료 유통정책과의 통합시스템 구축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전반적으로 유기농 비료 산업의 미래는 밝은 것으로 보고 있음. 첫째, 유기비료에 대한
요구량(need)이 많음. 2019년 총 요구량 1,100만 톤에 대해 정부 보조금 배분량은 전
체의 약 9.1%인 100만 톤에 불과함. 유기비료 필요량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분야는 식
량작물 분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충족도는 6.7%에 불과함. 원예와
Plantation의 충족률이 각각 38.7%, 27.5%이나 전체에서의 비중이 작음, 종합적으로
욕구 충족을 위한 유기비료의 량은 1,000만 톤을 상회함.
❍ 둘째, 유기 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의 가용성이 매우 큼. 2016년 볏짚, 옥수수, 콩 등 유
기농 비료 생산의 국가 잠재력이 약 5,040만 t에 달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자바에 있었
음. 여기에 도시 지역에서 널리 구할 수 있는 유기성 폐기물을 고려하면 유기농 비료 생산
가능성은 더욱 커짐. 도시지역의 중소기업 비료 산업의 발전은 도시 유기폐기물의 가용
성을 제고함. 도시지역에서는 채소, 화분, 과일 등 도시 농작물에 비료제품을 사용하고
있기도 함. 아울러 일부 동물 배설물 역시 원료로서 연간 7백만 톤 이상 발생되고 있음.
❍ 셋째, 유기비료 생산 사업에 대한 투자는 수입-비용 비율 값이 1을 초과하여 재정적으
로 수익성이 있음. FG, FGA, 중소기업, KM 및 민간 기업(CV 및 PT)이 유기 비료를 공
급하는 사업은 B/C Ratio 값이 1 이상, 심지어 2 이상임. 따라서 원자재 확보가 충분하
고,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과 함께 유기 비료 수요가 늘어나면 향후 유기비
료 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임.

1.2.4. 초청연수
□ 연수 개요

가. 인도네시아 친환경 비료산업 개발을 통한 농업생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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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한국의 친환경 비료 관련 농정경험을 전수하여 인도네시아 농업부 소속 연구기관 연구
자의 역량 강화
❍ 국내 전문가 강의 및 현장방문을 통한 인도네시아 친환경 비료, 친환경 농업정책의 발전
도모

2) 일시 : 2019. 6. 9 ~ 6. 15 (총 7일, 국내 입·출국일 기준)

3) 방문기관
❍ 한국비료협회, 대부산업,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농산, 국립농업과학원, 수북농업

4) 참석자
성명

소속기관

직위

Haris Syahbuddin

인도네시아농업기술평가개발센터

소장

2

Asmarhansyah

인도네시아토양연구소

연구과장

3

Ibrahim Adamy Sipahutar

인도네시아토양연구소

기술연구과장

4

Wiwik Hartatik

인도네시아토양연구소

선임연구원

5

Etty Pratiwi Rachman

인도네시아토양연구소

선임연구원

1

나. 인도네시아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리 역량강화
1) 목적
❍ 한국의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IAHS) 관련 농정경험을 전수하여 인도네시아 지방정
부 공무원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발굴, 보전 및 관리 역량 강화
❍ 국내 전문가 강의 및 현장방문을 통한 인도네시아의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 및 국
가농업유산제도의 체계적 발전 도모

2) 일시 : 2019. 8. 4 ~ 8. 10 (총 7일, 국내 입·출국일 기준)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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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기관
❍ 금산군청, 하동차생산자협의회, 청산도구들장논보존협의회

4) 참석자
성명

소속기관

직위

1

I Gusti Ngurah Ketut Wicahyadi

발리주 따바난군청
농업과 식량작물원예팀

팀장

2

I Wayan Mustra

발리주 따바난군 농민단체

대표

3

Jajuk Surjatiningsih

동누사틍가라주 망가라이군청
농업과 식량작물팀

팀장

4

Nursiah

동누사틍가라주 망가라이군청
농업과

주무관

5

Wahyu Priatno

농업부 국제협력국

다자협력 담당관

1.2.5. 현지워크숍
□ 워크숍 개요

1) 목적
❍ 인도네시아의 비료관련 정책, 보조비료 관리체계, 비료 사용의 문제점에 관한 이해관계
자 간 정보 공유
❍ 한국의 친환경 농업정책 및 비료관련 정책 경험 공유
2) 기간 : 2019. 4. 23
3) 주요 논의 내용:
❍ 인도네시아의 비료산업
- 비료정책 목적과 관련법
- 비료등록과 표시
- 보조비료의 배분과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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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조비료의 종류와 가격, 배정
- 비료사용의 문제점
❍ 한국의 친환경비료정책
- 토양조사와 정보 확산
- 유기질비료지원
- 토양개량제지원
- 유기농자재지원
- 축산분뇨처리 사업지원
- 유기농자재목록공시제 등

1.3. 필리핀
1.3.1. 사업 주제
❍ 필리핀 고품질 쌀 종자 보급체계 구축

1.3.2. 정책협의
□ 주요내용

1) 목적
❍ 2019년 KAPEX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국과의 정책협의 실시 및 협의의사록 체결

2) 기간 : 2019. 2. 17 ~ 21
3) 대상기관 : 필리핀 농업부, 필리핀 미작연구소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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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내용 및 일정
❍ 공동조사, 국내 초청연수 및 중기연수, 워크숍 등의 사업 추진 방식 및 일정 논의
❍ 공동조사단 과업지시서 서명 및 향후 일정 논의
❍ 현지 공관 및 관계기관 방문을 통한 사업 관련 협조 요청

1.3.3. 공동조사
□ 개요

1) 주제: 필리핀 쌀 고품종 종자 유통 및 보급체계 강화를 위한 역량 개발
2) 기간: 2019. 9. 1 ~ 11. 30
3) 공동조사 대상기관: 필리핀 미작연구소

□ 주요 조사 내용

가. 연구 배경
❍ 쌀은 필리핀의 주요 식량으로 일인당 평균 총 칼로리 섭취량의 35%를 차지하며 가장 낮
은 소득분위의 가구의 경우 섭취량의 65%에 달하고 있음. 또한 1인당 쌀 소비량은
1990년 92.5kg에서 2017년 120kg으로 증가함(필리핀 통계청, 2015).
- 필리핀의 쌀은 농경지 총 면적의 25%인 4.55백만ha에서 생산되고 있음. 이 중 관개
지역에서 약 70%가 수확되며 나머지 30%는 비관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필리핀
통계청, 2016).
- 주요 쌀 생산지에서 타 작물생산 및 비농업 용도로 농지를 변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쌀 재배면적은 평균 약 4만 8,000ha가 연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또한 2016년 기준 쌀 자급율은 95%로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18년 1월 기준 필리핀 미작연구소(PhilRice) 종자 저장시설의 경우, 11개의 필리핀
미작연구소 지역사무소 중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는 8개이며, 3개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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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저장시설의 경우, 종자 저장에 적합하지 않은 높은 습도와 온도뿐만 아니라 새나 쥐
등의 야생동물이 저장시설에 침입하여 서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종자
의 품질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함. 이러한 야생 동물의 직접적
인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의 개선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시설 관리자를 교육하기 위해 필리핀 미작연구소는 저장시설 관리 및 재고처리
에 대한 간단한 기본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종자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관련 기술은 실제 작업을
통해 관리자가 스스로 터득하고 있어 종자 관리자들의 역량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따라 필리핀의 쌀 종자 보급 및 유통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및 기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및 주요 결과
□ 필리핀 쌀 가치사슬 관련
❍ (쌀 생산) 필리핀은 연간 총 480만 ha에서 쌀을 수확하는데, 이 중 약 320만 hark 관개
면적임. 생산량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ha 당 9.52톤 정도임. 관개면적에서는 ha당
4.37톤 정도를 달성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ha당 평균 3.12톤 정도를 수확하고
있음.
- 그러나 지속적인 홍수와 태풍으로 벼 재배 지역의 피해가 심해져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계화 수준이 여전히 낮음.
∙ 기후 변화로 인하여 벼 재배를 위한 환경조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농업부는 “필리
핀 쌀 산업 로드맵 2030년”에 1) 환경 개선 및 회복, 2) 재해와 기후위험 관련 회복
성 향상 등을 추가하였음.
❍ (쌀 수확후관리) 수확 후 작업(건조~보관)에서 평균 14.29%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수확, 탈곡, 건조 등에서의 손실은 수확후작업 손실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음.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25

❍ (쌀 소비) 필리핀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이나 베트남 등 인접 쌀
생산국에서 일정 수준의 쌀을 수입해야 함. 쌀 자급자족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비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인당 소비량은 2016년 연간 107.83kg에서 2017년 118.25kg으로 증가함.

□ 필리핀 벼 종자 관련 현황

❍ (벼 종자 구분) 필리핀 쌀 종자의 경우 1) 육종(Inbred), 2) 교잡종(Hybrid), 3) 재래종
(Traditional), 4) 우량품종, 5) 농가보유종자 등으로 구분됨.
1) 육종: 순수 계통의 종자로 이 품종으로 생산되는 쌀의 경우, 유전적 구성이 동일하게 나타남. 육종으로 구분되
기 위해서는 종자등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2) 교잡종: 유전적으로 뚜렷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자의 벼를 교배하여 만든 종자로 이 품종은 육종에 비
하여 생산성이 높음. 그러나 육종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교잡종을 구매하기가 어려우며, 지난
시즌에 수확된 종자를 다시 사용할 수 없음.
3) 재래종: 일반적으로 고지와 강우 지역과 같은 불리한 환경에서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지만 수확량이 낮고 성숙기
가 늦은 편임. 또한 재래종의 경우, 쌀의 색소와 향기가 독특하기 때문에 주로 식량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특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산하고 있음.
4) 우량품종: 종자품질 규제 기관인 식물종자 품질관리 서비스국의 현장 검사 및 종자 인증을 받지 않은 품종으로
주로 일반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음. 이 품종은 기존에 인증을 받은 품종의 2세대이거나 교잡종이 주를 이루고
있음.
5) 농가보유종자: 일반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로 우량품종과 마찬가지로 식물종자 품질관리 서비스국의 현
장 조사 및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품종임. 품종의 순도와 수확량은 매우 낮은 편임.

❍ (벼 종자 이용 및 보급 현황)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자는 농가보유 종자이
며, 그 뒤를 이어 인증 받은 고품질의 육종이 사용되고 있음. 농가보유 종자의 이용률은
2009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지만 농가보유종자와 육종 이용률에서 여전히 큰 차이
가 있음.
- 교잡종의 경우, 이용률은 2009년 4.24%에서 2015년 7.76%로 증가하였으며, 재래
종의 이용률은 큰 변화가 없음.
- 고품질의 육종 보다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의 사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종자 시스템과 비공식적인 종자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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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종자 시스템 상에서는 종자의 개발, 승인, 인증, 등록 및 분배와 관련된 정부 절차
에 따라 한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이전됨.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공식 종자 시
스템은 농가에서의 종자 자체 생산을 주요 골자로 하여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 간에 생
산된 종자를 교환하고 있는 구조로 공식시스템보다 자유로운 형태로 종자를 이용할
수 있음.
❍ (벼 종자 보급체계) 종자 보급 체계는 공식체계와 비공식체계로 구분할 수 있음.
- 공식체계는 벼 종자의 승인, 인증, 분배 및 보급 등이 정부의 절차에 따라 한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개발, 생산, 이전됨.
- 비공식체계는 공식적이거나 체계적인 보급 통로가 없으며, 주요 형태는 농민간의 종
자 교환임. 비공식적인 종자 보급체계는 규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의
종자 접근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종자의 발아 및 순도 등 품질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
음. 현재까지 이러한 비공식적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농민들이 양질의 종자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임.
- 고품질의 육종 보다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의 사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종자 시스템과 비공식적인 종자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임.
❍ (벼 종자 저장 관련) 11개의 필리핀 미작연구소 지역사무소 중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
는 사무소는 8개이며, 3개의 사무소에는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현재 보유하고 있는 8개의 저장시설 중 5개는 2010년 이전에 건설되었고 그 이후에
3개의 저장시설이 추가로 설립되었으나 여전히 3개의 사무소에는 저장시설이 없음.
- 또한 종자의 수분함량은 12%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적어도 40% RH와 200℃이
하의 온도로 통제된 환경에서 저장 및 관리가 되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시
설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종자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음.
- 종자 저장에 적합하지 않은 높은 습도와 온도뿐만 아니라 새나 쥐 등의 야생동물이 저
장시설에 침입하여 서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종자의 품질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함. 이러한 야생 동물의 직접적인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의 개선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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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 관련 정책 및 규제) 필리핀 정부는 여러 법, 정책, 규제를 통해 종자 산업을 보호 및
통제하고 있음.
- 정부가 만든 주요 법 중 하나는 1992년 공표한 RA7308으로, 이 법은 국가 종자산업
협의회(NSIC)의 설립을 통해 필리핀 종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정
책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종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통해 필리핀 정부는 다음을 세부 목표로
수립하였음.
① 국가 식물 유전자원의 보존 및 개발
②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부문을 조직하고, 지원 방안 수립
③ 종자 산업을 투자 분야 내 우선순위로 설정
④ 종자 연구 및 개발, 양질의 종자 대량 생산 및 유통을 위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⑤ 수입 종자와의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국내 종자 산업의 보호

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 종자는 작물 생산에 중요한 투입재이며, 작물의 생산성은 주로 종자의 품질이 좌우함.
고품종 종자 사용 시 수확량과 생산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가보유종자 혹은 미인증 종자를 사용하고 있음.
❍ 필리핀 농업부는 쌀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RIPE, Rice Productivity Enhancement)
의 세부전략으로 고품질 종자보급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사업이 필요함.
- 또한 필리핀의 농업현대화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안에 농산업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공급체인의 효율성 증대”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 투입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자의 보급 및 유통 등 공급체
인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실정임.
❍ 종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과 함께 저장시설의 설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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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종자 관련 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 등의 문제
점과 연계하여 종자관리를 위한 하드웨어적인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향후 ODA사업
으로 발전시켜야 함.

1.3.4. 초청연수
□ 연수 개요

1) 목적
❍ 한국의 쌀 고품종 종자보급체계 구축 및 생산기반 조성 관련 농정경험을 바탕으로 필리
핀 농업부 국제협력국 및 필리핀 미작연구소 연구자의 정책 역량 강화
❍ 국내 전문가 강의, 우수 사례 현장견학, Action Plan 수립을 위한 논의 등 을 통하여 필
리핀 쌀 종자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ODA 사업 발굴에 기여

2) 일시 : 2019. 10. 29 (화) ~ 11. 7 (목) (총 10일, 국내 입·출국일 기준)

3) 방문기관
❍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종자관리소, 농진청 식량과학원

4) 참석자
성명

소속기관

직위

1

Fernando D. Flores

필리핀 농업부 사업개발처

국장

2

Elizabeth G. Padre

필리핀 농업부 사업개발처

과장

3

Marie Flor O. Aquino

필리핀 농업부 사업개발처

사무관

4

Fidela P. Bongat

필리핀 미작연구소

과장

5

Joselito A. Kalaw

필리핀 미작연구소

연구원

6

Arturo C. Arocena, Jr.

필리핀 미작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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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현지워크숍
□ 워크숍 개요

1) 목적
❍ 필리핀 농업부, 필리핀 미작연구소, 유관기관 등과의 KAPEX 공동조사 착수보고회 실시

2) 기간 : 2019. 4. 15

3) 주요 논의 내용:
❍ KAPEX 공동조사 배경
- 종자는 작물 생산에 중요한 투입재이며, 작물의 생산성은 주로 종자의 품질이 좌우
함. Mataia et al.(2009)의 연구는 고품질 종자의 사용이 농가보유종자보다
10-15%의 생산성이 높음을 입증하였음. 또한 인증된 종자를 사용한 경우, 수확량이
18% 가량 증가하였음.
-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가보유종자 혹은 미인증 종자를 사용하고 있음.
- 필리핀 관련 법령 No.11203(RA11203) 공표로 수입 쌀의 양적 제한이 해제되며, 쌀
무역 자유화가 허용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자유무역의 영향을 최소화하
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음. 따라서 농가에 고품종 종자를 공
급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 연구가 필요한 상
황임.
- 특히 쌀 종자 가치사슬의 분석, 종자 획득에서부터 창고 보관 및 저장, 관리에 이르기
까지 효율적인 유통 및 관리 관련 분석이 포함되어야 함.
❍ KAPEX 공동조사 대상지
- 필리핀 미작연구소의 중앙연구소(Central Experiment Station) 및 루손 북동부의
이사벨라 사무소 등
- 본 사업 종료 후 8개 PhilRice 지역사무소(PhilRice Batac; PhilRice Los Bañ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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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Rice Bicol; PhilRice Negros; PhilRice Agusan; PhilRice Midsayap;
PhilRice CMU, PhilRice Mindoro)에서 적용할 예정임.
❍ KAPEX 공동조사 목적
- 본 공동조사는 필리핀의 국가 쌀 프로그램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벼 종자 산업의 가
치사슬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세부목표로는 1) 필리핀의 쌀 종자 현황 분석을 위한 종자 가치 사슬 자료 수집, 2) 쌀
종자 가치 사슬에 대한 장기 및 단기 농업 정책 평가, 3) 필리핀의 쌀 종자 생산 및 유
통 체계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있음.
❍ KAPEX 공동조사 연구 방법
- 1) 문헌조사 및 연구: 쌀 종자 가치 사슬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제시하기 위
한 2차 자료를 통한 문헌 연구. 관련 정보는 유관기관 및 협동조합 등에서 수집할 예
정. 또한 생산(종자 획득)에서 가공, 저장 및 유통 등 전반적인 단계에서 전체 쌀 종자
가치 사슬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 정책, 전략, 계획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관련 문서
및 참고 문헌 검토
- 2) 현장 조사: 사업대상지역에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 또한 현장 조사는 쌀 종자 가
치 사슬의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와 종자 품질 관련 생산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 면담
조사가 포함될 예정임. 그리고 관심 집단 토론(focus group discussion), 주요 정보
제공자 면담(key informant interview), 관찰 등을 통해 데이터 및 정보를 체계적으
로 수집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예정임.
- 3) 수집된 정보 분석: 필리핀 미작연구소(PhilRice) 내 다른 부서와 기타 유관연구기
관의 쌀 종자 가치사슬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참고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임. 또한
이를 바탕으로 후속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관련 요소를 결정할 것임.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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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PEX 국내워크숍
❍ 2019년, 2020년 KAPEX 대상국 관계자를 초청하여 공동연구의 결과 공유 및 확산
- 2019 KAPEX 공동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식품부 ODA 기획협력사업 발굴
을 위한 방안 논의
- KAPEX 사업 주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옥수수 가치사슬 발전(미얀마), 친환경 비
료산업 개발을 통한 농업 생산성 강화(인도네시아), 고품질 쌀 종자의 지속가능한 관
리 및 유통체계를 위한 역량강화(필리핀)
- 2020 KAPEX 대상국 관계자를 초청하여 내년도 KAPEX 주제 및 추진 방향 논의
- 2020 KAPEX 사업 주제: 농산물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연계 시범모델
수립(베트남),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개선(인도네시아), 돼지도체 등급 기준 수립(필리핀)
* 금년도에는 2019년 KAPEX 결과공유워크숍을 제3회 아시아 7개국 ODA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와 겸하
여 추진(세부일정 및 주요 내용은 4. 국제농업파트너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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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중기연수)
3.1. 연수 개요
3.1.1. 연수 목표
❍ 2019년도 KAPEX 사업 대상국별 주제 관련 분야의 전문적 강의, 다양한 현장 방문 학
습 및 심층연구를 통한 연수생들의 정책수립 및 추진 역량 강화

3.1.2. 연수 기간 및 인원
❍ 연수 대상국가(3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 연수 인원: 11명
❍ 연수 기간: 1개월(‘19.07.15.∼08.16.)
성명

국적

소속

직책

Rodjason B. Cruz

필리핀

필리핀 미작연구소

저장 및 보관 관리자 Ⅱ

Joey E. Alvarez

필리핀

필리핀 미작연구소

저장 및 보관 관리자 Ⅰ

Marissa C. Romarez

필리핀

필리핀 미작연구소

저장 및 보관 관리자 Ⅰ

Ivy Pearl B. Dahino

필리핀

필리핀 미작연구소

저장 및 보관 관리자 Ⅰ

Nievalin D. Abao

필리핀

필리핀 미작연구소

저장 및 보관 관리자 Ⅰ

Surono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토양연구소

토양생물학과 과장

Adha Matmah Siregar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토양연구소

연구원

Irawan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토양연구소

선임연구원

May Thek Naing

미얀마

미얀마 농업부 농업연구국

선임연구원

Lwin Lwin Myint

미얀마

미얀마 농업부 농업연구국

연구원

Pyae Thu Zin

미얀마

미얀마 농업부 농업연구국

연구원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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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연수 구성
❍ 중기연수 참여 국가에서 요청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수를 통해 나온 결
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 연구 중심 연수로 구성
❍ 연수생들의 정책수립 및 추진 역량강화를 위해 국별 연구 실시
- 중기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별 공무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책 및
실제 현장 강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통해 정책개발 및 새로운 사업 발굴 및 수립 역
량을 배양하고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 배양

2019 KAPEX Academy 중기연수 프로그램 구성안
구성요소

내용

오리엔테이션

KAPEX 사업소개, 연수 프로그램 소개 및 생활정보 제공

정책강의

원·내외 전문가 초빙, 우리나라 농업·농촌 관련 강의 제공

현장강의

분야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담당자,
농업인 면담

국별연구

연구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실시
각 국가별 관심분야 연구보고서 작성

3.1.4. 연수 전체 일정
날짜
7.15(월)
7.16(화)
7.17(수)
7.18(목)
7.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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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시작
오전
오후
오전

강의
-

강의명
인천 도착
나주 도착 및 나주 생활 안내

입교식

입교식

오후

OT

버디 프로그램 OT

오전

국별 연구회의 1

국별 연구회의 1

오후

정책강의1(공통강의)

한국의 농업정책

오전

자율학습 1

자율학습 1

오후

정책강의 2(공통강의)

한국농업의 이해

오전

발표

중기연수생 연구 계획 발표

오후

정책강의 3(공통강의)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날짜
7.22(월)
7.23(화)
7.24(수)
7.25(목)
7.26(금)
7.29(월)
7.30(화)
7.31(수)
8.1(목)
8.2(금)

8.5(월)

8.6(화)
8.7(수)
8.8(목)
8.9(금)
8.12(월)
8.13(화)
8.14(수)
8.16(금)

강의시작

강의

강의명

오전

정책강의 4(공통강의)

한국의 농촌개발

오후

정책강의 5(공통강의)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오전

자율학습 2

자율학습 2

오후

정책강의 6(국별 주제)

한국의 친환경 농업

오전

정책강의 7(국별 주제)

한국의 토양관리 기술

오후

정책강의 8(국별 주제)

한국의 쌀 종자 생산 및 개발

오전

현장강의 1

농촌진흥청

오후

현장강의 2

한국의 농업기술보급 체계

오전

현장강의 3

정부 보급종 유통 및 보급

오후

현장강의 4

수북농업(비료회사)

오전

정책강의 9(국별 주제)

농산물 가치사슬

오후

정책강의 10(국별 주제)

종자 보급 및 저장

오전

정책강의 11(국별 주제)

한국의 비료 산업

오후

정책강의 12(국별 주제)

한국의 유기농업

오전

정책강의 13(국별 주제)

사료산업 육성방안

오후

정책강의 14(공통강의)

한국의 농업기계화 정책

오전

자율학습 3

자율학습 3

오후

국별 연구회의 2

국별 연구회의 2

오전

현장강의 5

농협중앙회 본점

오후

현장강의 6

강원도 농업기술원 옥수수 연구소

오전

현장강의 7

당진 농업기술센터 종자은행

오후

현장강의 8

한국 비료협회

현장강의 9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오전

국별 연구회의 3

국별 연구회의3

오후

현장강의 10

한국농어촌공사

오전

정책강의 15(공통강의)

한국의 농업협동조합

오후

자율학습 4

자율학습 4

오전

현장강의 11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오후

현장강의 12

쌀 저장 시설

오전

현장강의 13

목사고을 전통시장

오후

-

중기연수 발표 준비

오전

-

중기연수 발표 준비

오후

결과발표

중기연수 결과물 발표

프로그램 평가

국별 평가/만족도 조사

수료식

2019 KAPEX 중기연수 수료식

오전
오후
오전
오후

-

-

오전

일정종료

출국

오후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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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수 진행
3.2.1. 정책강의 및 현장학습
❍ “한국 농업·농촌정책 성과사례를 통한 개도국 농정수립 역량강화”라는 대주제로 15개
의 정책강의 및 13개의 현장강의 총 28강의로 구성

가. 정책강의

❍ 각 분야별 정책의 원·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생 관심분야 및 KAPEX 공동 연구주
제와 밀접한 정책강의를 총 15강 실시
- 3개국 공통강의로는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국의 농업정책, 한국농업의 이해, 한국
의 경제개발 경험, 한국의 농촌개발, 한국의 농업기계화 정책, 한국의 농업협동조합
등의 7개의 강의가 제공되었음.
- 또한 각 국별 주제 분야인 종자 보급, 농산물 가치사슬, 친환경 비료 등과 관련된 정책
강의로 총 8개의 강의가 이루어짐.

나. 현장강의

❍ 현장강의의 경우, 정책강의와 매칭하여 정책강의에서 다루었던 사례 위주의 현장을 방
문하여 관련 기관과의 면담을 위주로 진행하였음.
❍ 총 13개의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각 대상국의 공동조사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
도록 현장방문 시 국별 사업담당자(석사급 연구원) 혹은 공동조사 원내 연구진(박사급)
이 함께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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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국별 연구
❍ 국별 연구는 각 국가별 KAPEX 공동조사 주제로 추진하였으며, 중기연수의 정책강의
및 현장강의, 국별 연구회의 등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정책 혹은 사
업을 제안하였음.

□ 미얀마 최종 발표자료 요약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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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최종 발표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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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최종 발표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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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수 평가 결과
3.3.1. 응답자 특성
□ 소속기관
구분

응답자 수

중앙공무원

1

지방공무원

3

공공기관

5

기타

0

구분

응답자 수

차관급

0

국장급

0

중간관리자급

0

실무자급

8

기타

1

구분

응답자 수

10년 미만

4

10 – 20년

4

21 – 30년

0

30년 초과

1

□ 직위

□ 근속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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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연수 일반

순번

문항

평균(5.0 만점)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1

연수 과정안내서는 사전 준비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4.0

5.0

4.6

2

연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4.0

5.0

4.8

3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직무 능력이 향상될 것임.

4.0

5.0

5.0

4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2.0

5.0

5.0

3.5

5.0

4.9

소계
전체

4.8

3.3.3. 연수 환경

순번

문항

평균(5.0 만점)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1

강의시설은 편리하였음.

3.0

5.0

5.0

2

연구시설은 편리하였음.

3.0

5.0

5.0

3

숙박시설은 편안하고 안락하였음.

3.0

5.0

5.0

4

제공된 음식은 만족스러웠다.

3.0

5.0

4.6

5

지원된 일비는 적절하였음.

2.0

5.0

5.0

6

연수기관 담당자는 협조적이었다.

4.0

5.0

5.0

7

통역은 만족스러웠다.

5.0

5.0

4.6

8

연구지도는 필요한 연구활동을 하는데 유용하였음.

3.0

5.0

5.0

9

버디 프로그램은 한국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0

5.0

4.4

10

연수 환경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3.0

5.0

5.0

3.1

5.0

4.9

소계
전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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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연수 내용

순번

문항

평균(5.0 만점)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1

연수 목표에 알맞은 강의와 현장학습이 이루어졌다.

4.0

4.7

5.0

2

연수 주제는 해당국의 사회, 경제, 기술적 수요를
반영하였음.

2.0

5.0

4.8

3

연수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4.0

5.0

4.6

4

강의 및 현장학습 시 참여 기회는 충분하였음.

2.0

5.0

4.6

5

강의 및 토론, 현장학습, 체험활동 구성은 적절하였음.

2.0

5.0

5.0

6

강사의 강의 전달능력은 충분하였음.

3.0

5.0

4.8

7

강의는 나의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0

5.0

4.8

8

현장학습은 나의 지식 수준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0

5.0

5.0

9

강의 및 현장학습 시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이 적절히
이루어졌다.

2.0

5.0

5.0

10

연수 내용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2.0

5.0

5.0

2.7

5.0

4.9

소계
전체

56

❙

4.7

4.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
4.1. 사업 개요
4.1.1. 배경
❍ (국제사회에 기여)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ODA 사업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해왔
으며, 특히 2017년부터는 ODA 포럼개최를 통해 국제농업개발협력분야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사업성과를 공유해옴.
- (17년 1회 포럼) 국제농업개발사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 (18년 2회 한-IFAD 공동 포럼) 국제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협동조합의
역할과 전망

❍ (포용적 성장의 대두)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양극화 △환
경위험 증대의 극복 방안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경제 성장과 기회의 균등을 지향
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음.

4.1.2. 목적
❍ (다자성 양자사업 성과공유) 농업분야 다자성 양자(Multi-bi)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
및 성과공유를 통한 한-국제기구 간 파트너십 중요성 및 함의 도출

❍ (신규사업 발굴) 국제기구-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의 제안 및 논의의 장을 제
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다자성 양자 개발협력사업 모색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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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업 내용
4.2.1. 제3회 국제 ODA 포럼
가. 포럼 개요

❍ 포럼 주제: 포용적 성장과 글로벌 파트너십(Inclusive Growth and Global
Partnership)
❍ 포럼 장소 및 일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 2019년 5월 13일(월)~ 15일(수)
* 13, 14일 양일간 포럼 진행, 15일 농식품부-국제기구 양자회담

❍ 주최 및 주관기관
-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 (공동주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반기문지속가능센터
- (후원) FAO한국협회
❍ 참석자 수
- 5월 13일: 총 495명(기자단 25명 포함)
- 5월 14일: 총 346명
참석 인원

구분
사전등록
일반 참가자

164

45

41

합계

327명

205명

53

53

기타 (VIP/좌장·토론자/유관기관)

90

88

기자단

25

-

495명

346명

계
(일반참가자+국제기구참가자+기타)
총계(13일+14일)

❙

5월 14일

282

현장등록
국제기구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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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841명

❍ 주요 참석인사 및 기구
-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 국제기구*) FAO, WFP, IFAD, IRRI, ICBA 등 국제기구 수
장 5명, UAE 식량안보특임장관, WEF 식량사업 집행위원 포함 총 53명
* 참여 국제기구 목록: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미작연구소(IRRI), 그로우아시아(Grow
Asia), 해수농업국제센터(ICBA),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축산연구소(ILRI),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유엔국제컴퓨터센터(UNICC) 이상 13개 기구

- (학계 및 기타기관) 한국국제협력단, 각국 대사관(벨라루스, UAE), 국제농업개발학
회, 국제개발협력학회 등 관련 학회, 그 외 대학 및 대학원, 연구소 및 민간기업 관계
자등

❍ 포럼 프로그램 구성
- 6개 기조연설, 12개 기구별 발표 및 토론 세션 진행
- 29개 주제발표 및 20개 다자성양자사업 제안
일시
08:30-09:00
09:00~09:05

제 3회 지속가능 농업개발을 위한 ODA 포럼
5월 13일(월)
등록/VIP meeting
 개막공연(레이저 쇼)
1부

09:00-09:05
09:05-09:10

 개회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5‘)
 환영사: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5‘)
 축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 영상축사

09:10-09:40

 축사: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09:40-09:50
09:50~10:00

 축사: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사진 촬영
 한국 농업 ODA 소개 영상
 기조연설: José Graziano da Silva, FAO 총재

10:00~11:00

 기조연설: Gilbert F. Houngbo, IFAD 총재
 기조연설: David Beasley, WFP 총재

11:00~11:10

 휴식
 기조연설: Ismahane Elouafi, ICBA 소장

11:10-12:10

 기조연설: Sean de Cleene, WEF 집행위원
 기조연설: Matthew Morell, IRRI 소장

12:10-13:30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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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13:30-15:30

[ 세션 2-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주제1: 농업 및 농산업 발전 및 혁신 가속화를 위한
농업 기계화 사업(3ADI+)

[ 세션 2-2.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
주제1: 지속가능한 농촌 경관 이니셔티브
주제2: 동남아시아 소농의 디지털 전환 지원

주제2: 직업 세계 변화에 따른 농촌 청년을 위한
친환경 일자리 마련
주제3: 기후변화 정보 시스템과 서비스
휴식

15:30-15:50
[ 세션 2-3. 유엔세계식량계획(WFP) ]
주제1: WFP를 통한 대한민국 쌀 원조의 효과성
15:50-17:50

[ 세션 2-4.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
주제1: 아프리카 농업혁신을 위한 디지털 해법
개선방안

주제2: Zero Hunger 근본요인 해결을 위한
WFP의 대한민국 성공모델 개발 및 활용

주제2: 남아프리카 농업단지(Agri Park) 개발을
위한 지원
만찬

18:00-19:30
5월 14일(화)
08:00-08:30

08:30-10:30

10:30-10:50

10:50-12:50

등록
3부
[ 세션 3-1. 세계은행 (WB), 농정원 ]
[ 세션 3-2. 국제미작연구소 (IRRI) ]
주제1: 스마트농업 추진사례: 몽골 프로젝트 사례
주제1: 필리핀 내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IoT
중심
기반 AutoMonPH를 활용한 관개
자문서비스 개발 및 보급
주제2: 농업 ICT의 도전과제 및 추진전략:
주제2:
인도네시아 내 환경 지속가능성 및 생산성,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사례 중심
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영양분 관리
주제3: 스마트팜 도입 및 협력강화 방안:
디지털툴(Rice Crop Manager) 보급
필리핀 PPP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휴식
[ 세션 3-3. 그로우아시아(Grow Asia) ]
[ 세션 3-4. 국제해수농업센터 (ICBA) ]
주제1: Grow Asia: 지속가능한 포용적 농업 발전을 주제1: 식량 및 영양 안보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위한 파트너십
주제2: 퀴노아: 한계(marginal) 지역을 위한 영양가
주제2: ASEAN 국가 소농을 위한 디지털 툴
있는 기후 스마트 작물 개발
[특별세션]
주 제: 전자식물위생증명서(ePhyto)와 국제무역

12:50-14:00

14:00-16:00

16:00-16:20
16:20-18:20
18: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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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
4부
[ 세션 4-1. 아시아개발은행 (ADB) ]
[ 세션 4-2. 국제축산연구소 (ILRI) ]
주제1: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주제1: SDGs 달성과 축산업의 역할
ADB의 투자현황
주제2: 인수공통전염병과 식량안보
주제2: 베트남 기후 스마트 원예작물 가치사슬
주제3: One Health 접근법을 활용한 동남아시아
개발사업
지역의 인간 및 동물 건강을 위한 역량강화
주제3: 첨단기술 및 지식집약 농업을 위한 인적자원
사업
개발
휴식
[ 세션 4-3. 유엔개발계획 (UNDP), 농어촌공사 ]
[ 세션 4-4.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
주제1: 환경을 위한 기후 스마트 농업
주제1: 농업생산통계를 위한 데이터 혁명
주제2: 친환경에너지(태양광)를 이용한 관개 시스템

주제2: 원예산업 가치사슬 개선: 동남아시아 여성,
청년 농민조직, 수퍼마켓의 수직관계
만찬

<참고 1> 국제기구 제안 사업 목록
No
1

제안
기구
FAO

2

IFAD

3
4

AfDB

5
6

IRRI

7

ICBA

8
9
10
11
12
13
14

ADB
ILRI
IFPRI
WFP

15
16

사업명
지속가능한 영농기계화 및 고용을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
열대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영농
동남아시아 소농의 디지털화 지원
르완다 및 모로코의 농업 분야 정보통신기술 발전
남아프리카 농산업지구 발전
토양영양 관리체계 개선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쌀 생산과 농가소득 및 환경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
기 위한 디지털 도구(RCM)보급 확대
파키스탄의 식량 및 영양강화를 위한 기후대응형 스마트농업 지원
퀴노아-기후대응형 작물
캄보디아 농업가치사슬 관련 인프라 개선사업
기후 스마트 원예농업을 위한 가치사슬 인프라 구축
One Health접근법을 활용한 베트남 지역의 인간 및 동물건강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식량안보 모니터링강화를 위한 차세대 농업 생산정보구축
여성, 청년, 농가와 중소형마트의 수직적 연계를 통한 원예농업 가치사슬 개선
영양강화 쌀로 대한민국 원조효과 극대화 및 지속력 강화
우즈베키스탄 원예가치사슬 제고사업

WB

몽골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제도적 역량 제선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가치사슬 및 농식품 시스템 개선

17

소농의 디지털화 전환 지원

19

Grow
Asia

20

UNDP

캄보디아 북부지역의 농업생태계 전환을 위한 지원

18

소농을 위한 다중이해관계자들의 협력 플랫폼 구축지원

❍ 포럼 참석자 만족도 조사
- 포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 세션별 만족도, 향후 개선사항 및 희망
주제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 본 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3점으로 ‘만족’ 수준에 해당 (응답
자 52명, 국내참석자)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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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명

평균 만족도 점수
(5점 만점)

세션명

평균 만족도 점수
(5점 만점)

2-1 FAO

4.3

3-3 GROW ASIA

4.38

2-2 IFAD

4.10

3-4 ICBA

4.20

2-3 WFP

4.29

4-1 ADB

4.27

2-4 AfDB

4.18

4-2 ILRI

4.36

3-1 WB-농정원

4.28

4-3 UNDP-농어촌공사

4.31

3-2 IRRI

4.19

4-4 IFPRI

4.31

- 세션별 만족도는 모두 4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했음. 높은 점수를 기록한 세션
은 Grow Asia(4.38점), ILRI(4.36점), UNDP-농어촌공사(4.31점), IFPRI(4.31점)
순이었음. 세션별 평균 만족도 분포는 아래와 같음.
- 개선 및 보완의견으로는 녹화 및 발표자료 공유요청*, 질의 응답시간 부족, 주제발표
에 적합한 좌장 및 토론자 선정, Q&A 세션 질문 수합 방식 변경(인터넷 매체 활용),
통역기기 음량문제 등이 있었음.
* 녹화 및 발표자료는 행사종료 후 포럼 SNS 계정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됨

- 향후 희망 주제로는 여성 농업인, 영양보건과 식량안보, NPO 및 NGO, 청년농업, 농
업블록체인, 농촌 일자리, 중남미지역 농업, 농업 ICT 등이 있었음.

나. 양자협의

❍ 농식품부-국제기구 간 양자협의: 총 12건 진행
- 국장 주재: FAO, IFAD, AfDB, ADB, UNWFP, ICBA(6건)
- 과장 주재: WB(검역본부, 농정원 배석), ILRI(검역본부, 축평원 배석), Grow
Asia(WEF), IRRI, UNDP, IFPRI(6건)

❍ 국내 유관기관-국제기구 간 양자협의: 총 23건 진행
- 농경연: IFAD, UAE(ICBA), IFPRI, WB, ADB(5건)
- 농정원: WB, IDB, ADB(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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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ICBA, AfDB, UNDP, IRRI(4건)
- 축평원: ILRI, WB(2건)
- 검역본부: UNICC(1건)
- 국립축산과학원: ILRI(1건)
- 농기계협동조합: FAO(1건)
- 한국국제협력단: AfDB, ADB, FAO, ILRI, UNWFP, ICBA, Grow Asia(WEF)(7건)
- 한국수출입은행: ICBA, ADB(2건)

❍ 국제기구-국제기구 간 양자협의: 2건 이상 진행
- IRRI-IFPRI, ADB-Grow Asia(2건)
- 그 외 각 국제기구에서 국내 소재 국제기구(GGGI, GCF 등)와 개별적으로 면담 섭외
및 진행

다. 대학-국제기구 연계프로그램

❍ 참여대학 및 프로그램(5월 15일~ 16일, 1박 2일)
참여대학

담당 교수

대학-국제기구 연계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김태윤

국제기구 소개/서울대학교 연구소 소개/견학지 방문

연세대학교

김장생

국제기구 소개/토크쇼 진행/시내투어

경희대학교

곽재성

국제기구 소개/학생들과의 만남

❍ 참여 국제기구
대학

참여 국제기구

참가자

총 참여인원

Oyebanji Oyelaran-Oyeyinka
Olagoke A. Oladapo
서울대학교

AfDB

Mariam Paiko Yinusa
Mabaya Edward

12명

이후명
Chukwuma Ikechukwu Ezedinma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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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참여 국제기구

참가자

IFPRI

구자우

총 참여인원

Sudhir Yadav
Carolyn Florey

IRRI

신종수
Melinda Limlengco

ICBA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Seta Tutundjian

FAO

김정하

ICBA

Rakesh Kumar Singh

UNDP

나성섭

2명
1명

라. 그 외 프로그램

❍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국내 농산업시찰
- 일시 및 장소: 5월 17일(금), 평택 미래원 및 안중농협미곡종합처리장
- 참가자: Oyebanji Oyelaran-Oyeyinka, Olagoke A. Oladapo, Mariam Paiko
Yinusa, Chukwuma Ikechukwu Ezedinma, 이후명 국장 (농경연 연구원 3명 지
원포함 총 7인 참석)

❍ 방문결과
- 아프리카개발은행 직원들은 이미 RPC 등 한국의 미곡처리기술 및 정보와 미래원 강
의내용 및 현장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냄. 향후 KAPEX 연수 등 공무원 대상
현장견학 프로그램 시 고려 가능함.

❍ ICBA 및 UAE장관 국내 농산업시찰
- 일시 및 장소: 평택 만나 CEA, ㈜FARM8
- 참가자:

Mariam

bint

Mohammed

AlMheiri(UAE특임장관),

Ismahane

Elouafi(ICBA소장), Mohrah aldhanhani, Seta Tutundjian, Rakesh Kumar
Singh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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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결과
- UAE는 경작 가능토지가 전체 국토의 5%에 불과하며, 특히 물 부족이 극심한 국가임.
한국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온실 설계(Greenhouse design) 및 수경농법
(Aquaculture) 등의 도입을 희망하며, 특히 제한적 공간에서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4.2.2. 제3회 아시아 7개국 ODA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 배경

❍ (아시아 7개국*과의 협력 사업 발굴)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KAPEX 결과공유 워크숍
및 ODA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통해 개도국 농업개발협력 수요에 기반한 ODA 사업 발
굴 실시
- 제1회 라운드테이블(2017)에서는 대상국의 농업 분야 국별 전략, 국제기구의 협력전
력 및 사례, 한국의 중점협력추진 분야에 대한 공유를 통한 협력 방안 모색
- 제2회 라운드테이블(2018)에서는 2017년도에 선정된 국별 중점협력추진 분야에 기
반한 대상국의 구체적인 사업 제안 및 향후 추진방안 논의
*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 목적

❍ (아시아 7개국 ODA 라운드테이블) 아시아 7개국 농업개발협력 관련 공무원(국장급)을
초청하여 농식품부 ODA 사업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한 논의
- 대상국의 국별 농업 분야 개발전략 및 제안 사업(최대 2개)에 대한 발표 실시
- 관련 분야 전문가 토론을 통한 제안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향후 추진 방안 모색

❍ (2019 KAPEX 결과공유워크숍) 2019, 2020 KAPEX 대상국* 관계자를 초청하여 공동
연구의 결과 공유 및 확산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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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KAPEX 공동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식품부 ODA 기획협력사업 발굴
을 위한 방안 논의
- 2020 KAPEX 대상국** 관계자를 초청하여 내년도 KAPEX 주제 및 추진 방향 논의
*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 금년도에는 2019 KAPEX 결과공유워크숍을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포함하여 추진

❍ (농식품부-아시아 7개국 양자회담)*
- (안건1) 기존 각국에 지원된 ODA사업(농식품부 기획협력사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사후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점검
- (안건2) ODA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안된 사업의 추진여부, 시기, 형태 등 향후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및 논의
* 양자회담 참석자: 농식품부, 농경연, 농어촌공사, 농정원 등 ODA 유관기관, 7개국 국장급 공무원
및 2019 KAPEX 발표자

□ 일시 및 장소

❍ (일시 및 장소) 2019.10.30.(수)~11.1(금), 서울 코리아나호텔
❍ (참석자) 아시아 7개국 국제협력관련 공무원 및 KAPEX 대상국 담당자, 유관기관 및 일
반 참석자 포함 약 170명

□ 주요 참석자
구분

아
시
아
7
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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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속

인원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국제협력국

1

라오스

농림부 기획재정국

2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 행정관리국 국제협력과

1

인도네시아

농업부 국제협력센터

1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기획국 국제관계과

1

필리핀

농업부 사업개발처

2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국제협력국

1

구분
2019
KAPEX
2020
KAPEX

국가
미얀마

소속
농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

인원
1

인도네시아

토양연구소

1

필리핀
필리핀
베트남

미작연구소
농업부 동물축산국(ASF 발병 관련 초청취소)
농업개발계획연구원

4
0
1

인도네시아

농업부 기반시설국 농기계과

1

계

17

□ 세부일정
제3회 아시아 7개국 ODA 라운드테이블 및 KAPEX 워크숍
8:30-9:00

등록

9:00-9:40

개회사(정일정 국장,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환영사(김홍상 원장, KREI)
기념사진 촬영
행사 소개(허장 본부장, KREI 글로벌협력연구본부)

9:40-10:00

휴식

10:00-12:00

SESSION I [필리핀]
좌장: 서종혁 교수(한경대학교)
(발표1) 농업발전전략 우선순위 및 ODA 사업 제안
(Mr.Fernando D. Flores, 농업부 사업개발청 국장)
-제안사업1: 식물보호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한 농업부 역량강화
-제안사업2: ICT 기반 쌀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발표2) 2019 KAPEX 결과공유
-주제: 필리핀 고품질 쌀 종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유통체계를 위한 역량강화
-발표자: Ms.Fidela Paraiso Bongat (필리핀 미작연구소 사업개발부 과장)
(발표3) 2020 KAPEX 추진계획
-주제: 필리핀 돼지도체 등급 기준 수립
-발표자: 이윤정 전문연구원(KREI)
(지정토론)
(발표1) 허성기 박사(농촌진흥청), 최지현 박사(KREI)
(발표2) 최지현 박사(KREI)
(발표3) 허덕 박사(KREI)
SESSION II [인도네시아]
좌장: 이대섭 교수(강원대학교)
(발표1) 농업발전전략 우선순위 및 ODA 사업 제안
(Mr.Widyanto Soetajan, 농업부 국제협력국 아시아태평양과)
(발표2) 2019 KAPEX 결과공유
-주제: 인도네시아 친환경 비료산업 개발을 통한 농업 생산성 강화
-발표자: Dr.Ladiyani Retno Widowati (토양연구소 소장)
(발표3) 2020 KAPEX 추진계획
-주제: 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개선
-발표자: Mr.Taufik Fathurahman (농업부 기반시설국 농기계과)
(지정토론)
(발표1) 김종선 센터장(KREI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발표2) 강창용 박사(KREI), 안난희 박사(국립농업과학원)
(발표3) 김종선 박사(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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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4:00

점심
SESSION III [캄보디아]
좌장: 설광언 박사(한국개발연구원)
(발표1) 농업발전전략 우선순위 및 ODA 사업 제안
(Ms.Mey Mithona, 농촌개발부 지역사회국 부과장)
(토론) 이효정 박사(KREI), 손혁준 차장(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SESSION Ⅳ [라오스]
좌장: 박성재 박사(GS&J 인스티튜트)

14:00-15:20

(발표1) 농업발전전략 우선순위 및 ODA 사업 제안
(Dr.Phommy Inthichack, 농림부 기획재정국 국제협력과 과장)
- 제안사업1: 쌍통군 농촌개발사업 2단계
- 제안사업2: 라오스 농업개발을 위한 농기계화 강화
(토론) 차원규 박사(KREI), 김춘진 과장(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김태윤 교수(서울대학교)
SESSION Ⅴ[몽골]
좌장: 권태진 박사(GS&J 인스티튜트)
(발표1) 농업발전전략 우선순위 및 ODA 사업 제안
(Mr.Badruun Dashdorj, 식량농업경공업부 행정관리국 국제협력과 국장)
(토론) 김종선 센터장(KREI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허덕 박사(KREI), 홍은표 교수(상명대학교)

15:20~15:40

휴식
SESSION Ⅵ [미얀마]
좌장: 오세익 박사(한국마사회 전의장)

15:40~17:20

(발표1) 농업발전전략 우선순위 및 ODA 사업 제안
(Dr.Thanda Kyi, 농축산관개부 기획국 부국장)
- 제안사업1: 미얀마 농식품농촌개발정책연구원 설립
(발표2) 2019 KAPEX 결과공유
- 주제: 미얀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옥수수 가치사슬 발전
- 발표자: Dr.Aung Moe Myo Tint (농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 선임연구원)
(지정토론)
(발표1): 허장 본부장(KREI 글로벌협력연구본부), 홍은표 교수(상명대학교)
(발표2): 허장 본부장(KREI 글로벌협력연구본부), 민황기 박사(전 강원도농업기술원장)
SESSION Ⅶ [베트남]
좌장: 배종하 박사(STIC Investment 경영전문위원, 전 FAO베트남 대표)
(발표1) 농업발전전략 우선순위 및 ODA 사업 제안
(Dr.Nguyen Do Anh Tuan, 농업농촌개발부 국제협력국 국장)
(발표2) 2020 KAPEX 추진계획
- 주제: 베트남 농산물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연계 시범모델 수립
- 발표자: Mr.Bui Hai Nam (국립농업개발계획연구원 과장)
(토론) 이효정 박사(KREI), 김태윤 교수(서울대학교)

18:00~19:30

만찬

□ 참석자 행사 만족도

❍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1) 전반적인 만족도, 2) 세션별 만족도, 3) 행사진행 만족도, 4) 개
선사항 및 향후 희망주제 관련 만족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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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8점으로 ‘만족’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응답자 30명 중 내국인 16명, 외국인 14명)
- 세션별 만족도는 인도네시아 세션(3.92점)을 제외한 나머지 세션에서 모두 4점 이상
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만족도 결과가 나타남.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세션은 필리
핀 세션(4.19점)이었으며, 미얀마(4.18점), 몽골(4.10점), 베트남(4.07점), 캄보디아
및 라오스(4.00점) 순이었음.
- 이 외에도 행사를 지인에게 추천해줄 의향(4.52점), 아시아 7개국 농업분야 ODA 이
해(4.5점), 포럼 주제의 일관성(4.37점)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기준: 5점 만점)

제3회 ODA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종합만족도 결과
4.28점
세션명

평균 만족도 점수

세션명

평균 만족도 점수

세션1. 필리핀

4.19

세션5. 몽골

4.10

세션2. 인도네시아

3.92

세션6. 미얀마

4.18

세션3. 캄보디아

4.00

세션7. 베트남

4.07

세션4. 라오스

4.00
포럼 세부 만족도 조사

평균 만족도 점수

1. 발표 내용과 포럼 주제의 일관성

4.37

2. 아시아 7개국 농업분야 ODA 이해

4.50

3. 행사진행 만족도

4.17

4. 동식통역 진행 만족도

4.19

5. 해당 포럼을 지인에게 추천해 줄 의향에 관한 질문

4.52

❍ 개선 및 보완의견으로는 활발한 사전홍보활동 강화, 해외 ODA 사업 관련 전문가 초빙,
일반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세션 시간 분배, 발표 자료 사전 공개 등의 의견
이 있었음.

❍ 향후 희망 주제로는 젠더 및 환경을 포함한 범분야 이슈 관련 주제, 한국과 아시아의 협
력을 통한 성공 사례 공유, 한국의 개발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등의 의견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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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ADBI 공동포럼
□ 배경

❍ ‘19.3월경 ADBI 측에서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주제로 농경연과 공동포럼을 개
최를 요청
- ADBI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상호 공유하고, 이를 뒷받
침할 ODA와의 연계 검토

□ 목적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식량안보, 농업·농촌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이슈
등 학술적 논의의 장 제공
- 아시아 7개국*의 농업 현황 및 정책, 발전경험 등 정보 공유
*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 행사 개요

❍ 일시 : 2019.10.30.(수)
❍ 장소 : 서울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2층)
❍ 참석자 : ADBI 담당자, 국내외 발표자, 아시아 7개국 국제협력 담당 공무원, 농업ODA
유관기관, 학계, 민간업체, 일반 참석자 포함 약 150명
구분

국내외
발표자

아시아
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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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속

인원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

1

인도

ADB

1

중국

후난기술경영대

1

일본

아시아공과대

1

한국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고려대

2
1

한국

중앙대

1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국제협력국

1

라오스

농림부 기획재정국

1

몽골

식품농업경공업부 행정관리국 국제협력과

1

인도네시아

농업부 국제협력센터

1

구분

계

국가
미얀마

소속
농축산관개부 기획국 국제관계과

인원
1

필리핀

농업부 사업개발처

1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국제협력국

1
15

□ 세부 프로그램
08:30-09:00
09:00-09:50

09:50-10:10
10:10-10:30

10:30-12:10

12:10-13:30

13:30-15:00

15:00-15:20

15:20-16:50

16:50-17:20

ADBI-KREI 공동포럼
등록
개회사: 김철주 부소장(ADBI)
환영사: 김홍상 원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사: 정일정 국장(농림축산식품부)
단체사진
기조연설-식량안보에 관한 최근 이슈와 도전과제:
Jay Variyam 국장(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
휴식
SESSION I 식량의 생산, 유통 및 교역
발표1. 일본의 쌀 수확량 결정요인에 대한 빅데이터 계량분석:
Dongpo Li 교수(후난기술경영대)
발표2. 한국의 농업분야 온실가스 저감정책:
임영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3. 농식품부문 글로벌 가치사슬 개발과 한국의 사례:
임송수 교수(고려대)
개도국 사례 발표: 캄보디아, 몽골, 라오스
세션 토론
좌장: 김창길 박사(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토론: 조원주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강일 교수(고려대), 이대섭 교수(강원대)
오찬
SESSION II 식량 접근성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
발표1. 한국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 및 제언:
유찬희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2. 포용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수립:
Arup Chatterjee 박사(ADB)
개도국 사례 발표: 인도네시아, 필리핀
세션 토론
좌장: 박성재 박사(GS&J인스티튜트)
토론: 유도일 교수(서울대), 김미복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휴식
SESSION III 식품안전 및 영양안보
발표1. 국가식품관리시스템 강화:
Takuji W. Tsusaka 교수(아시아공과대)
발표2. 영양불량 퇴치를 위한 영양정보이해능력 향상:
김혜랑 박사(중앙대)
개도국 사례 발표: 베트남, 미얀마
세션 토론
좌장: 최지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 김관수 교수(서울대), 김상효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폐회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71

□ 참석자 행사 만족도

❍ 포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1) 전반적인 만족도, 2) 세션별 만족도, 3) 행사진행 만족도,
4) 개선사항 및 희망주제 관련 의견 수렴
- 본 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9점으로 ‘만족’수준에 해당하는 것
으로 조사됨(응답자 49명 중 내국인 9명, 외국인 40명)
- 세션별 만족도는 모두 4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높은 점
수를 받은 세션은 ‘세션1 식량의 생산, 유통 및 교역’(4.39점)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세션 2 식량 접근성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4.33점), ‘세션 3 식품안
전 및 영양안보’(4.04점) 순이었음.
- 이 외에도 포럼 주제의 일관성(4.35점), 아시아 지역 식량안보 및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4.27점), 행사를 지인에게 추천해줄 의향(4.45점)과 같은 부분에서 높은 만족도
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됨.

❍ 개선 및 보완의견으로는 발표 자료의 사전 온라인 공개, 발표자의 시간부족, 토론 시간
부족, 세션별 포럼 시간 할애 문제 및 좌장 및 토론자 선정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 향후 희망 주제로는 1) 정부정책개발을 위한 식품위험분석, 2) 해외농업협동조합의 설
치 및 운영 사례, 3) 농업과 관련한 지역개발 사례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의 의견이 있
었음.
(기준: 5점 만점)
ADBI-KREI 포럼 종합만족도 결과
4.39점
세션명
세션 1. 식량의 생산, 유통 및 교역
세션 2. 식량 접근성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5 특성
세션 3. 식품안전 및 영양 안보
포럼 세부 만족도 조사
1. 발표 내용과 포럼 주제의 일관성
2. 아시아 식량안보 및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3. 행사진행 만족도
4. 동식통역 진행 만족도
5. 해당 포럼을 지인에게 추천해 줄 의향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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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만족도 점수
4.39
4.33
4.04
평균 만족도 점수
4.35
4.27
4.24
4.47
4.45

5.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5.1. 사업 개요
5.1.1. 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목적
- 뉴스레터는 2013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에서 수
행하는 KAPEX (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 사업에 대해 알리기 위한 매체로써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 유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기관
들 간 사업 및 행사, 추진 성과에 대한 정보공유를 촉진하고자 발송
- 주기적인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국제농업개발협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관련 기
관 간 파트너십 강화
-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분기별 개최하는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의 주제와 세부
프로그램 소개 및 사전 등록 절차 진행

5.1.2. 뉴스레터 구성
❍ 2019년도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발간(총 4회)
- 프레임은 내부 전문가, 소식지 내용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담당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활동 및 성과 공유
- -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소식 제공(포럼 일정, 주제, 내용 및 다음 포럼소식 공지)
- KAPEX 연수생의 역량강화 사례 공유
- - 국제농업개발협력 관련 최근 동향 및 농림업 분야의 양질의 연구 정보 제공
- - 시의성 있는 국제농업개발협력 이슈 및 특집기사 발굴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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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농업개발협력 및 농림업 분야 새로 나온 신간 소개

5.2. 향후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활용 방안

- 국내 35,000명의 독자 및 해외 유관기관 회원을 대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개발협력센터 소식 및 활동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기관 간 소통채널로서의 역할
강화
- KAPEX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KAPEX 연수생의 KAPEX 프로그램 현장 적용사례 및
효과에 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사업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촉진
-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소식 제공을 통한 독자 참여기회 확대 및 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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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KAPEX 사업 준비:
사전타당성 조사

1. 베트남
1.1. 개요
❍ 2020년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의 대상국으로 선정된 베트남 사업 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들과의 정책협의 실시

❍ 사업요청서에 명시된 요청 주제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 요청 분야의 적절성 및 타당성 검토와 현지실사를 통한 분야 확정

❍ 기간 : 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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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 개요
❍ 사업명 : 베트남 농산물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연계 시범모델 수립
(Consolidation of creative pilot linkages among agricultural stakeholders for
strengthening agriculture value chain)

❍ 사업시행기관 : 베트남 농업개발계획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

❍ 수혜집단
- 직접 수혜대상 : 베트남 농업계획발전연구소(NIAPP) 연구원, 베트남 농업농촌개발
부(MARD) 공무원, 베트남 홍강 델타 지역 농업협동조합
- 간접 수혜대상 : 홍강 델타 지역 11개 province (Hanoi, Vinh Phuc, Bac Ninh,
Quang Ninh, Hai Duong, Hai Phong, Hung Yen, Thai Binh, Ha Nam, Nam
Dinh and Ninh Binh) 과일 및 채소 재배 농가

❍ 산출물: 하노이 하이두엉 성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을 위한 이해관계자 연계 관련 공동
조사 결과보고서, ODA 사업제안서, KAPEX 사업 결과보고서

❍ 사업내용:
1) 베트남 농업분야 이해관계자 분석을 위한 한국과의 공동연구
① 하노이, 하이두엉 지역 과일 및 채소류 생산-소비 연계현황조사
- 대상작물, 이해관계자, 농업가치사슬 현황조사
② 하노이, 하이두엉 지역 과일 및 채소류 연계 시범모델 마련
- 투입재 공급, 기반시설, 농산품 소비 부문 연계
③ 관계 법령(Decree 98/2018/ND-CP) 이행을 위한 정책 보고서(가이드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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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를 통한 한국의 농정경험 전수
① 초청연수 진행(고위급 공무원 5인 대상, 1주일)
② 초청연수 결과보고
③ 중장기연수 진행(실무급 공무원 3인 대상, 2개월)
④ 중장기연수 결과보고

3) 공동연구 결과 발표를 통한 베트남 농업분야 이해관계자 분석 결과공유
① 초청연수 결과공유 세미나 개최
② 중장기연수 결과공유 세미나 개최
③ 공동연구 결과공유 워크숍 개최

4) 베트남 농업분야 이해관계자 연계 강화를 위한 ODA 사업기획서 작성
① 공동연구결과 도출된 현황조사결과, 시범모델, 법령 이행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ODA 사업기획서 작성
② 글로벌 농림협력위원회(2020년 상반기 개최)에서 해당 내용을 2021년 농식품부
ODA 사업으로 제안

1.3. 사업추진의 적절성
□ 국가농업개발 전략과의 연관성

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우리 정부 對베트남 중점지원전략 적합성
❍ 동 사업은 개발도상국 농업분야의 생산과 소비, 도농간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개
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이를 위해 농업분야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고, 가치사슬을 확대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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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2번 식
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12번 생산과 소비의 연계’등의 달성에 기여 가능한 사업임.

❍ 우리 정부의 對베트남 중점지원전략(CPS) 에는 지역개발(농촌개발)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베트남 정부의 중기국가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공고행정 강화 지원(경제,
사회, 환경 개발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법치 시스템 지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을 우리
정부의 對베트남 지원의 목표로 하므로, 동 사업을 통해 △ 농업분야 공무원의 역량
강화 △ 베트남 농업가치사슬 연계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의 성과를 도출 가능함.

2) 베트남 국가개발정책 및 농업부문 관련 정책 적합성
❍ 베트남

국가개발정책인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EDS)’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하부 계획인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SEDP)’에서
는 ‘경제구조 조정 부문에서 농촌 및 농업개혁’‘사회, 환경개발 부문에서 일자리, 소득
정책 개선‘을 정책적 목표로 함으로, 동 사업과 정책적으로 부합함.

❍ 베트남 농업부문의 주요 정책인 ‘신농촌개발 프로그램(NTP-NRD, The National
Targeted Program on New Rural Development for 2016-2020)’의 19개 목표 중
「7. 시장(시장의 운영과 관리 역량), 13. 생산조직(협동조합을 통한 농작물 생산과 소득
증대), 18. 정치 사회 체계(공무원의 역량강화)」 등에 부합함.

❍ 최근 수립된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연계를 위한 유인정책 법령(Decree98/ND-CP)’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 연계를 통해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따
라서 동 사업은 본 법령이 목표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이들의 역량강화를 통
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연계를 지원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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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상작목인 과일 및 채소류는 농업농촌개발부에서 2020년까지 우선적으로 장려
하는 5대 농수산물 부문 중 하나임.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은 수원국의 정책수요를 반영
한 적절한 사업에 해당함.

□ 대상국 농업․농촌 현황에 따른 주제의 적절성

❍ 베트남 농업부문은 빈곤감소, 식량안보, 사회 안정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성장해옴.
- 그러나 생산과 가공, 소비, 시장까지 가치사슬의 단계 간 연계가 취약하다는 단점이
존재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연계를 위한 유인정
책 법령(Decree98/ND-CP)’을 제정하였고, 동 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동 사
업이 필요한 상황임.

❍ 베트남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IAPP)의 자료에 따르면, 사업대상지인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채소류 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Thai Binh, Hanoi, Hai Duong의 순임.
- 베트남의 농산물 주요 산지 중 하나인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채소류 가치사슬의 현황
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주제와 목적은 해당 지역 농업발전
에 기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사업대상지역인 Hanoi와 Hai Duong 지역은 농업협동조합 및 가치사슬개발의
시작단계와 정착단계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당지역간의 비교를 통해 농산물 생
산-소비 연계 시범모델 마련 및 유인정책 법령(Decree 98/2018/ND-CP) 가이드라인
도출에 활용가능.
- 베트남 하이두엉 지역의 Cat Thanh Commune 지역 사례 (시작단계):
해당지역은 현재 정부지원으로 농지정리가 끝난 상황이며, 전통적으로 쌀농사 위주
의 영농형태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쌀의 수익성이 떨어짐에 따라 다수의 농가들이
채소 농사로의 작물전환을 시도하고 있음. 종자, 비료와 같은 투입재 구매는 농촌지
도소나 소매상을 통해 수급하고, 구매비용은 협동조합이나 부녀자협회에서 빌린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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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시점 이후 상환함. 재배작물 결정, 신작물 재배기술 교육 등은 농촌지도소, 농업
과학원 지역사무소, 선도농가 견학, 인터넷,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비교적 잘 이루어
지고 있음. 하지만, 농산물 판로 개척이 미비하여 지역 농민들이 근처 지역 시장에 나
가 직접 물건을 판매하거나, 중간상인을 통해 물건을 유통하고 있어 수확 후 가공 및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움. 또한 아직까지 협동조합의 판매 및 유통지원
서비스가 주요작물인 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채소 및 과일류 생산 농가들
의 조직 및 협동조합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임.
- 베트남 하노이 지역의 Thonh Xuan Commune 지역 사례 (정착단계):
해당 지역의 협동조합은 덴마크 NGO인 ADDA(Agricultural Development
Denmark Asia)가 수행한 시범사업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사업종료 이후에도 사업에
서 고안된 유기농인증시스템(Vietnam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PGS)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 및 유통하고 있음. 현재 본 협동조합에는 약 5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집하장으로 생산물을 가지고 와서 공동으로 포장
및 선별작업을 진행함. 가공된 농산물은 대형유통업체(Bactom)와 계약 물량으로 유
통되거나, 자체 브랜드로 시장에 판매됨. 협동조합 참여 농가들은 조합으로부터 예치
금에 대한 연간 2%의 이자 보장과 더불어 유통 판로 및 가격경쟁력 확보, 종자, 비료
등의 투입재 공동구매, 유기농농산물 인증자격 확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주제 관련 분야 우리나라 농정성과 및 경험

❍ 베트남의‘농산물 생산 및 소비 연계를 위한 유인정책 법령(Decree98/ND-CP)’에 따
르면, 농기계, 기자재, 인프라 건설(저장고 등)에 약 30%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총 예산은 100억동(VND) 미만임.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정부 주도로 농업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농민의 신용접근성을 높
이고 저리의 정책 자금을 운영함으로써, 농민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소득 향상에 기여
한 경험이 있음.

❍ 협동조합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조합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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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문성 있는 기관의 경험 전수가
가능한 분야임.

□ ODA 사업화 가능성

❍ 베트남은 국가차원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고, 특히 농업부문은 수출을 통한 농
촌 지역 소득 증대, 외국 자본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2020년 KAPEX 사업의 산출물 중 하나인 ODA 사업기획서를 바탕으로 글로벌 농림협
력위원회(2020년 상반기 개최)에서 해당 내용을 2021년 농식품부 ODA 사업으로 제
안하여 심의할 예정임.

❍ 동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계 법령((Decree98/ND-CP)과 더불어, 채소류의
가치사슬 확대를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민관파트너십) 형태로 ODA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농산물의 유통을 위해서는 도로 접근성 개선, 저장고 시설, 수확후 관리 시설, 도
매시장 등 대규모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할 사업 요소이므로, EDCF, ADB 등
차관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화될 가능성 높음.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가능 목표 유무

❍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2번 식
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12번 생산과 소비의 연계’등의 달성에 기여 가능한 사업임.

❍ 외교부(2019) 지침에 따른 ODA 사업 성과지표 중에서 2020년 KAPEX 사업과 그 결
과로 제안될 ODA 사업에서 달성 가능한 지표는 아래 <표 3-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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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농업분야 ODA 사업 성과지표 중 동 사업 관련 성과지표(예)
SDGs(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 농업 인프라 분야 정부지출

농수산업 생산기반
구축

• 농업 생산량 증가율
• 전수된 영농기술의 활용도
• 농수산업 연수,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 수
• 조합 참여 농가 생산성(투입량 대비 산출량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강화
(SDGs 2.3, 2.4, 12.3
,17.11)

농민협동조합 육성
및
농가 소득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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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률

수확 후 관리

• 농산물 수확 후 손실율
• 농가 소득 증대율
• 농수산품 수출량/비율
• 작물 및 농산품 생산량
• 사회적 자본 (신뢰도) 증대율
• 지역 가구 또는 주민 저축액 (또는 증가율)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종합개발
(SDGs 2.3 / 2.4 )

농촌지역 생활환경
및 인프라 개선, 지
역주민 역량 강화

• 적정기술 활용 농가 비율
• 가계 신용 위험지수
• 농촌개발 관련 훈련 또는 교육을 받은 주민의 수
• 농업 관련 자문 제공한 정부 및 민간 기관, 사업체 수
• 역량개발 관련 활동 수
• 역량 개발 및 기술 지원 훈련받은 인원수

출처: 외교부, 2019.

□ 주제 관련 과거 사업추진 역량

❍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는 World Bank, FAO, JICA, KOICA, IFPRI 등과 공동 사업
한 경험이 있어 ODA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조직임.
- 특히 NIAPP은 2014년에 이미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
을 위한 농지관리’라는 주제로 KAPEX 프로그램을 수행한 바 있으며, 최근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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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KSP 신규사업 추진을 신청하는 등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높으며, 다음과 같
이 정부부처, 대학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①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
- 베트남 농촌개발, 거버넌스, 농업 및 농산업의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로, 산림, 수
산, 관개, 제염업(salt industry), 물 관리 및 홍수 제어까지 담당하고 있음. 64개
지역(province)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본부는 하노이에 위치함.
- 1987년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식품부(Ministry of Food)가 농식품
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Industry)로 합병되었으며, 1995
년 농업농촌개발부(MARD)가 되었으며, 2007년 산림부(Ministry of Forestry),
관개부(Ministry of Irrigation), 수산부(Ministry of Fisheries)까지 합병됨.
- 3대

개발전략

△

New

Rural

Development(NRD)

△

Agriculture

Restructuring Programme(ARD) △ Sustainable Poverty Reduction(SPR)
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베트남 농업부문 ODA사업의 주무부처임.
- MARD의 국제협력 담당국(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ICD)은
베트남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 형성단계에서의 조정 및 협상, 사업개요서(PCP)
작성 및 제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전반적인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담당함.
② 수원총괄기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 베트남의 수원총괄기관으로, 동 사업의 주무부서는 해외경제협력부(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의 아시아, 미국, 경제통합과(Asia,
America and Economic Integration Division)임.
③ 베트남 국립농업대학(Vietnam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VNUA)
- 14개 학부(축산학부, 외국어교육학부, 수의학부, 수산학부, 토지관리학부, 농학
부, 생물공학부, 정보기술학부, 식품과학학부, 전자공학부, 농업경제학부, 행정
회계학부, 정치사회학부, 환경학부)와 5개 산하기관(전자공학기술개발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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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훈련원, 농업생명공학원, 식물연구개발원, 경제개발연구원)으로 구성.
- 710여명의 교수 및 연구진이 연간 약 300~400여 편의 논문을 배출하는 베트남
국내 최고 수준의 농업대학으로, 농업농촌개발부(MARD) 아래 NIAPP, VAAS
등의 농업분야 유관 국가기관들과 밀접하게 협업하고 있음.

□ KAPEX 사업 결과물 활용에 대한 의지

❍ KAPEX 사업의 산출물은 △ 베트남 채소류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이해관계자 분석 보
고서 △ ODA 사업 제안서임.
- 농업 가치사슬 단계별 이해관계자를 분석을 통해 2018년 수립된 관계법령(농산물 생
산 및 소비 연계를 위한 유인정책 법령(Decree98/ND-CP)) 이행에 정책적 근거 자
료로써 기여 가능한 과제임.
- 또한 공동 연구를 통해 향후 베트남 채소산업 발전을 위한 ODA 사업으로 확장시키
고자 하는 제안기관(NIAPP)의 의지가 강함.

1.4. 협력 가능성
□ 국내 관련 기관 간 협력

❍ (농식품부 기존 사업) 기존에 진행 중인 농식품부의 △「베트남 우수농산물 저장 유통센
터 지원사업」△「베트남 홍강델타 쌀 가치사슬 향상 사업」과 연계를 위해 사업대상지,
사업요소 등의 검토와 조정이 필요함.

❍ (KOICA) 「베트남 뚜이엔꽝성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
업 요소간 연계 가능성 높은 사업임. 저장시설, 마을 개발 요소 (주민 조합) 등의 세부 검
토를 통해 연계 가능성 높음.

❍ (농촌진흥청) 베트남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3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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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PIA 센터는 농업기술 AFACI 연구과제를 통해 지역, 꼬뮨 단위의 적합한 농작물
선정, 선정된 농작물의 품종 선발, 종자 보급 등의 농업기술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 사
업간 연계를 통한 융합 예산 반영 등의 협력이 필요함.

❍ (민간기업) ODA 사업이 개발도상국 농촌지역의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농업생산성 증진 및 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등의 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함
과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결정 장애요소를 해결하고 연착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줄 수
있다면 두 부문의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기업에서 각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장기투자계획을 공유하여 ODA 사업과
연계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공공-민간 부문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

□ 국제기구 및 타 공여국 관련기관

❍ (GROW ASIA)*2)
- GROW ASIA 베트남사무소는 작목별 Working Group 운영으로 현지 작물 재배에
대한 전문성과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기관으로, 향후 KAPEX
와 농식품부 ODA 사업 추진 시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존재함.
- 2020 KAPEX 사업의 경우 대상 작물 선정 시 과일 및 채소류 Working Group의 자
문을 참고하거나, 더 나아가 해당기관에서 KAPEX 국외 전문가 인력 선정 및 추천 요
청 가능.

2)

GROW ASIA 소개
(설립배경) ASEAN 국가들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농업 및 농촌개발을 목표로 하여, World Economic Forum
와 ASEAN 주도하에 싱가폴에 설립된 다자간 파트너십으로 2015년 4월 자카르타에서 발족
인구 6억명의 동남아시아지역은 8번째로 큰 경제구역으로, 연평균 5%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1억 명의 소농이
거주하고 있어 SDGs의 달성에 있어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임.
(추진 방향)디지털 솔루션, 포용적 금융, 농민조합의 범분야 이슈를 목표로 국별 파트너십 추진 중
(재정지원) 호주 외교부, 캐나다 외교부 (총 950만불 규모)
(참여기관) ASEAN 5개국 정부(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농업부), 비즈니스위원회(GROW
ASIA Business Council), 시민사회위원회(Civil Society Council) 주도로 다양한 기업(100여개), 시민사회(39
개), 농민단체 등 194개 기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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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
- ADB의 2019 전략(Strategy 2019)에 따른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분야 7대 우선 분
야는 아래와 같음.
① 빈곤문제 해결 및 불평등 완화(Addressing Remaining Poverty and Reducing
Inequalities)
② 성평등 가속화(Accelerating Progress in Gender Equality)
③ 기후변화 대응, 기후 및 재해 회복성 구축, 환경적 지속가능성 강화(Tackling
Climate Change, Building Climate and Disaster Resilience, and enhanc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④ 살기 좋은 도시 개발(Making Cities More Livable)
⑤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증진(Promoting Rural Development and Food Security)
⑥ 거버넌스 및 제도 역량 강화(Strengthening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Capacity)
⑦ 지역간 협력 및 통합 증진(Fostering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 이 중 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증진 부문에서는 주로 GMS(Greater Mekong Sub-regions) 대상 프로젝트와 연계하며, 대부분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 수자원 및 자원
관리(Water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 농업가치사슬 개발
(agricultural value chain development)을 주제로 함.
- 2019년 현재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ADB의 농업가치사슬 개발 사업으로는「Rural
business

commercialization

and

competitiveness

enhancement

in

Vietnam」이며, 향후 사업대상지, 사업요소의 검토 후 협력, 연계 시도할 수 있음.

1.5. 종합
□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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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종합하여 타당성 평가 세부 분야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종합 점수를 산정함. 평가
기준은 크게 사업추진의 적절성, 수원국의 태세, 협력 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10개의 세부 기준으로 나누었음. 각 세부기준별로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만점 5점을 부
여하였으며, 관련 문헌조사와 사전타당성조사 면담 및 현지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점수
를 부여하였음.
- 평가 점수는 50점 만점으로, 사업추진의 적절성의 경우 25점 만점, 수원국의 태세의
경우 15점 만점이며, 협력가능성의 경우 10점 만점으로 부여하였음.
- 점수는 다음과 같이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부여함(<표 3-2> 참조).
<표 3-2> KAPEX 사업의 사전타당성 분야별 평가 점수
점수

내용

5

매우 그러함/매우 적절/가능성이 매우 높음

4

그러함/적절/가능성이 높음

3

보통/일부 적절/가능성이 있음

2

미흡/적절성이 낮음/가능성이 없지 않음

1

그러하지 않음/적절성 없음/가능성 없음

❍ “사업추진의 적절성”의 경우, 1) 국가농업개발전략과의 연관성, 2) 대상국의 농업·농촌
현황에 따른 주제의 적절성, 3) 주제 관련 분야 우리나라 농정성과 경험, 4) ODA사업화
가능성, 5) SDG 달성가능 목표 유무 등 5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였음. 위 세분기준
은 KAPEX 사업 주제에 대한 기준들로 대상국 농업농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인
지, 우리나라의 주제 관련 농정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KAPEX 컨설팅 종료
후 ODA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주제인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임.
- 1) 국가농업개발 전략과의 연관성: 국가개발전략 및 국가농업전략 하에 KAPEX 주
제 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KAPEX 주제 관련 전략이 있는 경우
대상국 정부에서 우선시 하는 부문이라고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우선순위에 있는 과제
이기 때문에 대상국 사업기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2) 대상국의 농업·농촌현황에 따른 주제의 적절성: KAPEX 주제 관련 대상국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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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농촌현황을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KAPEX 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농촌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지, 대상국의 농업·농촌개발에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함.
- 3) 주제 관련 분야 우리나라 농정성과 경험: KAPEX 사업의 목적인 “우리나라 농정경
험 확산을 바탕으로 개도국 식량안보에 기여”에 부합하기 위하여 KAPEX 사업 분야
에서의 우리나라 농정경험 유무 및 전문성에 대하여 판단함.
- 4) ODA 사업화 가능성: KAPEX 사업의 목표인 ODA사업 발굴을 위한 성과를 위하
여 KAPEX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ODA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여부를 판단함.
- 5) SDG 달성가능 목표 유무: 우리나라 ODA 정책에 부합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준으로
KAPEX 사업 주제가 SDGs 해당 목표와의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함.

❍ “수원국 태세”의 경우, 1) 조직 및 조직 역량, 2) 주제 관련 과거 사업 수행경험, 3)
KAPEX 사업 결과물 활용에 대한 의지로 세부기준을 설정하였음. 위의 기준은 주로 대
상국의 사업추진 열의에 대한 기준들로 KAPEX 사업의 구성요소인 공동조사, 연수, 워
크숍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및 의지에 대한 기준임.
1) 조직 및 조직 역량: 대상국의 KAPEX 담당 부서 내 국제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및 담당자 여부,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의사소통, 문서작
업), 행정적인 절차 등 전반적인 업무 역량에 대한 기준 등을 판단함.
2) 주제 관련 과거 사업 수행 경험: 우리나라와의 ODA사업뿐만 아니라 주제 관련하여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사업 수행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함. 과거에 주
제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우, 연구 관련 자료 및 네트워크 등이 구축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음.
3) KAPEX 사업 결과물 활용에 대한 의지: KAPEX 사업의 결과물을 ODA 사업제안서
로 활용하여 사업화를 하거나 정부의 정책 및 전략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
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함.

❍ “협력가능성”의 경우 1) 국내 관련기관, 2) 국제기구 및 타 공여국 관련기관으로 세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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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구분하였음. 위 기준은 현지에서의 공동연수, 현지워크숍 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수
행 시 대상국 내 타 기관과의 협력여부의 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임.
1) 국내 관련기관: KOPIA, KOICA, 수출입은행 등 대상국 내 관련 국내기관이 있는지
에 대한 여부를 판단함. 특히, 농업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가능성 여부가 중요함.
2) 국제기구 및 타 공여국 관련기관: 대상국 내 국제기구 혹은 타 공여국의 국제협력관
련 기관 혹은 농업협력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함. 이러한 기관에서
KAPEX 주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혹은 과거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농업관련 프로
젝트 추진 실적 등이 중요

□ 타당성 평가 결과

❍ 상기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2020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사업
(KAPEX):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위한 이해관계자 연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는 <표 3-3>과 같음.

<표 3-3> 평가점수의 부여 및 종합
기준
I.
사업
추진
적절성

II.
수원국
태세

III.
협력
가능성

세부기준
1.
국가농업개발전략
과의 연관성
5

2.
대상국 농업·농촌
현황에 따른
주제의 적절성
5

5.
조직 및 조직 역량

6.
주제 관련 과거
사업 수행 경험

4

4

8.
국내 관련기관

9.
국제기구 및 타
공여국 관련기관

5

4

점수(계)

3.
주제 관련 분야
우리나라
농정성과 경험
4
7.
KAPEX 사업
결과물 활용에
대한 의지

4.
ODA
사업화 가능성
4

5.
SDG
달성가능
목표 유무
5

23

12

4

9

❍ 종합점수는 사업추진 적절성 23/25, 수원국 태세 12/15, 협력 가능성 9/10, 합계
44/50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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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2.1. 개요
❍ 2020년도 농정성과 확산사업(KAPEX)의 대상국으로 선정된 인도네시아의 사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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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2. 17 ~ 23

2.2. 사업 개요
❍ 사업명 : 인도네시아 와이카난군 농업 현대화(Development of Modern Agriculture
in Way Kanan Regency, Lampung Province)

❍ 사업시행기관 : 인도네시아 농업부

❍ 수혜집단 : 람풍주 와이카난군 농가 및 농민단체

❍ 산출물: 인도네시아 와이카난군 농업 현대화 현황 분석 보고서 및 ODA 사업제안서, 관
련 공무원 및 연구자의 역량 강화

❍ 사업내용:
1) 인도네시아 와이카난군 농업 현대화 분석을 위한 한국과의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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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연구 설계를 위한 한국-인도네시아 전문가 회의
② 사업대상지 내 경지정리, 농기계 보급률 및 활용률 관련 정보 수집
③ 인도네시아 농업 기계화 지원체계 및 농기계 시장에 관한 정보 수집
④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⑤ 결과보고

2) 연수를 통한 한국의 농정경험 전수(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1주일간의 초청
연수, ODA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개월간의 중장기연수)
① 초청연수 참여 고위급 공무원 선발
② 초청연수 결과보고
③ 중장기연수 실무급 공무원 선발
④ 중장기연수 결과보고
3) 공동연구 결과 발표를 통한 인도네시아 농업 현대화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공유
① 초청연수 결과공유를 세미나 개최
② 중장기연수 결과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③ 공동연구 결과공유 워크숍 개최
④ 와이카난군 농업 현대화 로드맵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⑤ 인도네시아 와이카난군 농업 현대화 로드맵 보고서 발간

☐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량주권을 개발의제로 선정하여 2015년부터 쌀, 옥수수, 대두 등
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였음. 이 프로그램(UPSUS)을 통해 재배
면적 확대 및 농지 최적화를 목표로 관개배수시설 구축, 영농기계화, 투입재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아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역의 특정 작물을 관리하기 위한 클러스
터 개발에 착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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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지인 람풍주 와이카난군은 식량작물 생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춰 수마트라섬 식
량 생산 기지가 될 잠재성이 높은 지역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경지 개발을 위해 경지
정리 및 확장 사업을 수행하였고, 2017년 503.6ha의 토지가 농경지로 탈바꿈하였음.

❍ 그러나 와이카난군은 경지정리가 필요한 농지가 여전히 많고, 관개시설 및 농로가 부족
하여 새로 확보된 농경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농기계가 부족하여 경작지 활용
에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농업 현대화 시범사업 구축을 목표로 기계화를 통한 농업 생
산성 향상에 대한 실증적 조사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목적

❍ 단기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사업 대상지 내 농업 기계화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
- 인도네시아 와이카난군 농업 현대화 로드맵 작성을 위한 공동연구 진행
- 한국의 기계화 영농 경험 전수를 위한 초청·중장기 연수 개최
- 인도네시아 농업부, 농업기계서비스(UPJA), 람풍주 농업연수원, 국제기구 등과의 워
크숍 및 세미나 개최
- 인도네시아 와이카난군 농업 현대화를 위한 ODA 사업제안서 작성

❍ 장기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인도네시아 와이카난군 농업 현대화 로드맵 작성
- 인도네시아 농업부 등 유관기관의 역량강화

2.3. 사업추진의 적절성
□ 인도네시아 농업개발전략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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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농업현대화와 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는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RPJMN)의 ‘생산성 강화 및 빈곤 퇴치를 통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목표와 부합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농업부에서

2015년에

수립한

‘농업전략계획(Strategic

Plan

of

Indonesian Ministry of Agriculture, 2015-2019)’과 ‘농업개발주요전략(Grand
Strategy of Agricultural Development, GSAD 2015-2045)’의 주요 목표 중 하나
는 ‘식량 자급률 향상 및 주요 작물의 생산성 증대’임.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Special

Program

for

Acceleration of Rice, Maize, and Soybean Self-Sufficiency, UPSUS)을 수립하
고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제안된 농업현대화 사업의 목표는 인도네시아의
농업전략계획, GSAD, UPSUS 등 농업개발전략과의 연관성이 높음.

❍ 특히, 인도네시아 농업부 기반시설국에서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서비스
사업(Agricultural Machinery Service, UPJA)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서 본 사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도네시아 농업·농촌 현황에 따른 주제의 적절성

❍ 인도네시아는 도시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업 인력의 고령화 과정을 거치고 있
으며, 주요 작목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농업정책의 우선순위를 식량자급률 증대에 두
고 있음. 따라서 농업 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계
화를 통한 농업의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사업대상지인 와이카난군의 세르당 쿠링(Serdang Kuring)마을의 사례를 보면, 12명
의 젊은 농가가 농기계(핸드 트랙터,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등)를 활용하여 마을 전체
800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음. 농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마을 전체의 모내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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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었으며, 쌀 생산량 또한 6.4톤/ha에서 7.0톤/ha으로 증
가하였음. 농업기계화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함으로써 3모작까지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농외소득(샌들 제작)도 올릴 수 있었음.
-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농업과 농촌 실정에서 기계화를 통한 농업의 현대화는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외소득까지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농업 기계화를 위해서는 농기계 보급 및 교육, 부품 조달 등 농기
계 수리 및 관리, 경지정리, 농로확보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 따라서
KAPEX 사업의 정책 컨설팅을 통해 선결 과제를 검토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ODA사
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주제 관련 분야 우리나라 농정성과 및 경험

❍ 우리나라의 농업기계화사업은 쌀 자급 달성을 위한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1971년 제1차 농업기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농기계 보급 및 이용, 농기계 연구
및 기술개발, 기술훈련 및 교육, 농기계 산업과 유통, 농기계 사후관리 등의 분야에 정책
적 지원을 추진하였음.
- 농업기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기계 계(契), 영농기계은행, 영농기계화 센
터, 종합농업기계화 시범단지, 기계화영농단, 위탁영농회사 등의 농기계 공동이용 조
직을 육성·지원하였음.

❍ 우리나라의 농업기계화사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농업노동 시간 축소로 농외소득 또한 크게 증가하였음.
- 단위면적당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토지생산성은 1990년 625천원/10a에서 2013년
1,413천원/10a로 향상
- 영농시간당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노동생산성은 1990년 5천원/시간에서 2010년 16
천원/시간으로 크게 향상
- 벼 생산량은 1990년도 4.4톤/ha에서 2013년 5.1톤/ha으로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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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외소득은 1990년도 2,841천원/호당에서 2013년 15,705천원/호당으로 크게 증가

❍ 우리나라의 농기계사업 관련 추진 기관으로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촌진흥청,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의 공공기관과, 대농공업, 국제농기계, 동양농기계, LS엠트론,
아세아텍 등의 농기계 관련 민간기업이 있음.
-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협력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
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농업기계화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관련 정책을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하여 큰 성
과를 보여준 분야이므로 우리의 농정경험과 성과를 전수할 수 있는 분야임. 또한 농업기
계화사업 관련 국내 조직과 전문가 풀이 충분히 구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제협력사업
을 추진하기에 용이한 분야임.

□ ODA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 인도네시아 농업부 기반시설국(Directorate General of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은 농기계서비스 지원사업(UPJA)을 추진하는 등 농업기계화를 통한 국가의
식량자급률 향상에 정책적 수요가 매우 크며, 한국의 농업기계화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ODA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2020년 KAPEX 추진을 통해 ODA사업을 발굴하여 우리나라 농
림축산식품부의 글로벌농림협력위원회에 2022년 ODA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임.

❍ 2020년 KAPEX사업을 통해 발굴될 ODA사업은 인도네시아 농업부의 농기계서비스
지원사업(UPJA)과 연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농기계업체(또는 농기계 협동조합)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ODA사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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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 가능 유무

❍ 2020년 KAPEX 사업은 인도네시아 농업현대화 사업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통해 ODA
사업으로 연계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SDGs의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강화와 포용
적이 지속가능한 농촌종합개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농업현대화 사업은 농수산업 생산 기반 구축, 농민협동조합 육성 및 농가
소득 증대, 수확 후 관리 개선 등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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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활동을 통
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종합개발(SDGs 세부목표: 2.3, 2.4, 9.1, 11.1)에 기
여할 수 있음.

❍ 본 사업이 향후 ODA 사업으로 연계될 경우 활용 가능한 SDGs 목표에 따른 사업 성과
지표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4> ODA 사업 연계 시 활용 가능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따른 사업 성과지표
SDGs 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 농업 인프라 분야 정부지출

농수산업
생산기반 구축

• 농업 생산량 증가율
• 전수된 영농기술의 활용도
• 농수산업 연수,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 수
• 조합 참여 농가 생산성(투입량 대비 산출량)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강화
(SDGs 2.3, 2.4, 14.2, 14.4,
14.7, 17.11)

농민협동조합 육성 및
농가소득증대

• 협동조합원 농가 생산량
• 협동조합 통해 신규 창출된 일자리 수(청장년, 성별)
• 농민조직 참여 농가 소득(USD/ha 또는 USD/명)
• 농민조직 여성회원 수(명)
• 농가 농산품 판매단가 상승률

수확 후 관리

• 농산물 수확 후 손실률
• 농가 소득 증가율
• 작물 및 농산품 생산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종합개발 (SDGs 2.3,
2.4, 9.1, 11.1)

농촌지역 생활환경 및
인프라 개선, 지역주민
역량 강화

• 식량부족 지역 주민 비율
• 역량개발 관련 활동 수
• 역량 개발 및 기술 지원 훈련받은 인원 수

자료: 2019년도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토대로 재구성(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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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원국의 태세
□ 조직 및 조직 역량

❍ 인도네시아 농업현대화와 관련한 사업은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MoA)의 기
반시설국(Directorate General of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에 담당하고 있으
며,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UPSUS)’과 농기계서비스 사업(UPJA)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농업기계화 보급 및 교육, 농기계 이용 등과 관련하여 농업부의 기반시설국, 농업
부 산하 농업연수원, 군 단위 지방정부의 농업사무소가 있으며, 농기계 작업을 대행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UPJA가 인도네시아 전역의 마을 단위에 조직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원(Badan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

BAPPENAS)은 양자 및 다자 원조사업 등 개발협력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하고 있음. ODA 사업 수요발굴, 각 정부부처에서 제안하는 사업제안서 검토, 사업 계획
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수립, 사업 승인여부 결정 등 ODA사업의 전반을 총괄함.
- 개발협력사업 이외에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및 인프라 개발, 인적자원 개발, 지역 및
천연자원 개발 등 국가 전반의 개발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주제 관련 과거 사업 수행경험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농식품부와 ‘인도네시아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3)’을 추진한 경험이 있음. 농업부는 이 사업을 전담할 사업조정자
(Project Coordinator)를 지정하고 사업관련 각종 인허가, 면세, 한국 측 사업시행기
관과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 바 있음.

3)

사업의 수행기관은 ㈜이산과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며, 총 사업비 규모는 17억 원임. 사업내용은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州 반자르네가라郡 빠르완네가라面에 위치한 국가 소유의 포장을 벼농사 기계화 시범단지로 조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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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농업연구개발청(Indonesian Agency for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쌀 손실 감소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분야에
대해 2016년 KAPEX사업을 추진하였음. KAPEX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농업부 산하
수확후 관리연구센터(Indonesian Center for Agricultural Post Harvest Research
and Development, ICAPRD)와 공동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초청연수 및 장기연수, 현
지 및 국내 워크숍 등을 실시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한국의 농식품부 ODA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열의와 참여의식을 보여주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을 해결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보여주었음.

□ KAPEX 사업 결과물 활용에 대한 의지

❍ 인도네시아 농업부의 국제협력국과 기반시설국, 국가개발계획원 등 관련 중앙부처는
KAPEX사업을 통해 한국의 농업기계화 정책경험과 성과가 인도네시아 농업의 기계화
사업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특히, 지방정부와 마을주민들은 KAPEX사업을
통해 농업기계화와 관련된 ODA사업이 발굴되어 농촌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를 기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마을 주민들은 KAPEX 공동연구를 통해 농촌현장
에서 농기계화를 위한 문제점과 지원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ODA사업
과 연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농촌지역에서 농기계 작업을 대행하는 UPJA사업과 KAPEX사업
을 통해 발굴되는 ODA사업이 연계되어 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 정책의 큰 성과를 얻겠
다는 의지가 매우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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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협력 가능성
□ 국내기관과의 협력가능성

❍ 인도네시아의 농업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수행 경험이 많은 공공
기관과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가능성이 높음. 또한 국내 농기계관련 대학과 연구기관들
의 전문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들과의 협력가능성 또한 높음.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회원기업간의 복리증진과 협동사업을 위해 1962년 설립되
었으며, 2010년 이후 부터는 영농기계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카메
룬(벼농사 기계화시범단지 조성사업, 2011-2014), 인도네시아(벼농사 기계화시범단
지 조성사업, 2012-2014), 베트남(농업기계화 지원사업, 2014), 우즈베키스탄(농업기
계화 협력사업, 2014)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농업기계화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사업을 통해 농기계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1970년부터 본격적으
로 시작된 한국의 영농기계화사업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 또한 2009년부터 개도국에
KOPIA센터를 설치하여 한국의 농업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
음.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의 국제기술협력과와 국외농업기술과에서 ODA사업을 담당
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1992년부터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해 농가의 부채와 영농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현재까지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지만 개도국 농가들의 조직이나 협동조합 등을 통한 농기계사업추진 측면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 대동공업, 국제농기계, 동양농기계 등의 민간기업은 우리나라 농기계사업의 큰 축을 담
당한 업체임. 현재 국내 농기계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들 민간기업들이 해외로 진
출하고 있으며, 개도국 정부와 협력하여 농기계박람회, 농기계 기술교육 세미나 등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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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음.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측면에서도 이들 농기계업체의 해
외진출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이며, 개도국의 농기계관련 협력사업의 추진 측면에서도
국내 농기계업체의 참여가 필요함.

□ 해외기관과의 협력가능성

❍ 세계은행(World Bank, WB)은 인도네시아 협력 프레임워크(Country Partnership
Framework)을 수립하여 6개의 참여 분야(Engagement Area)와 2개의 지원 분야
(Supporting Beam)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중 지역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Delivery of Local Services and Infrastructure) 분야가 인도네시아의 농업현대화 연
관성이 있기 때문에 WB와의 협력가능성이 높음.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농촌빈곤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관개시설 개선 지
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농업현대화를 위해 특히 관개시설 개
선분야에 ADB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음.

❍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은
인도네시아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전략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인도네시아에 대
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① 소규모 농가의 수익 시장 참여
② 소규모 생산자와 가족의 위험 취약성 감소
③ 농촌기관의 소규모 생산자의 수요에 따른 서비스제공
- IFAD는 현대적인 농업생산 방식과 가치사슬에 입각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적극 지
원하고, 소규모 생산자들이 생산력과 마케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강
화할 예정임.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농업현대화는 IFAD의 전략목적과 부
합하며, 향후 소규모 농가(조직)에 대한 농기계지원사업의 협력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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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리핀
3.1. 사업 제안내용 개요
☐ 개요

❍ 사업명 : 필리핀 돼지도체 등급 기준 수립(Establishment of Philippine Pork
Carcass Grade Standards Using Yield and Quality Parameters)

❍ 사업시행기관 : 필리핀 농업부 축산국(Bureau of Animal Industry)

❍ 수혜집단 : 1) 주요 생산자 및 축산 농가, 2) 도·소매업자, 수출업자, 중간상인, 3) 정부,
4) 소비자
- 주요 생산자 및 축산 농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 돼지등급 기준이 마
련되면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소득이 증대될 수 있음. 따라서 이 집단은 육류
의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좋은 돼지 품종을 이용해 시장에서
좋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할 것임. 또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데이터(돼지고기
생산량 및 품질)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함.
- 도·소매업자, 수출업자, 중간상인: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돼지고기 등급 기준
을 세우면 고급 돼지고기를 판매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음. 특히 시장 수요를 충
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상품이 유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수요와 고품질의 상품을 유
지하기 위하여 유통부문에서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도 잘 파악할 수 있음.
- 정부: 등급기준 수립과 관련한 컨설팅, 연수 등 역량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KAPEX
사업을 통해 관련 분야 공무원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음.
- 소비자: 등급 기준이 마련되면 육질과 부위에 따라 차등가격이 형성되며, 이로 인하
여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기호와 용도에 맞는 육류 선택의 구매지표
를 제공 받게 되어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가 충족될 수 있음. 또한 둔갑판매, 혼동판매
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으며, 필리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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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음.

❍ 산출물: 각 지역별 돼지도체 품질 정의 및 등급기준, 필리핀 돼지도체 관련 현황 분석 보
고서, 관련 공무원 및 연구자의 역량 강화

❍ 사업내용:
1) 필리핀 돼지 도체 등급기준 관련 등급 판정 요소 현황 분석을 위한 한국과의 공동연구
① 공동연구 설계를 위한 한국-필리핀 전문가 회의
② 돼지 등급 기준 및 위생기준과 관련된 정보 수집
③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④ 정책제안

2) 연수를 통한 한국의 농정경험 전수(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1주일간의 초청
연수, ODA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개월간의 중장기연수)
① 초청연수 참여 고위급 공무원 선발
② 초청연수 결과보고
③ 중장기연수 실무급 공무원 선발
④ 중장기연수 결과보고

3) 공동연구 결과 발표를 통한 필리핀 돼지도체 등급기준 관련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지식공유
① 초청연수 결과공유를 세미나 개최
② 중장기연수 결과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③ 공동연구 결과공유 워크숍 개최
④ 필리핀 돼지도체 등급기준 로드맵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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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필리핀은 세계 평균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보다
2kg 많은 14.2kg을 소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국민들은 그들이 구입하
는 돼지고기의 가치와 품질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이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돼지 등급 판정 요소 파악을 위한 현황 분석
이 선행되어야 하며, 분석 결과에 따라 등급기준 수립 및 위생, 유통 관련 역량 강화 등
이 필요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ODA사업 등이 제안될 필요성이 있음.

☐ 목적

❍ 단기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필리핀 돼지도체 등급 기준 마련을 위한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
- 필리핀 돼지도체 등급 관련 역량강화 로드맵 작성을 위한 공동연구
- 한국의 돼지도체 등급 기준 수립 정책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초청·중장기 연수 추진
- 필리핀 농업부 축산국 및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 장기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필리핀 돼지도체 등급 기준 수립
- 필리핀 농업부 축산국 및 유관기관의 관련 역량강화

3.2. 사업추진의 적절성
□ 대상국 농업개발전략과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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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필리핀 농업부는 축산개발법(2018)의 세부전략을 통해 위생 표
준 수립하며, 가축 및 유제품의 시험 및 분석, 규격, 명명법, 검사 기능 강화하고 관련 제
도를 구축하고자 함. 이는 KAPEX 사업 주제인 “돼지도체 등급 기준 수립”과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동 법에서 축산 관련 조직의 역량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정책제언,
공무원 및 관련 조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KAPEX 사업의 연수 및 공동조사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
- 특히, 돼지도체 등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국민들의 돼지고기 부위별 선
호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함. 이러한 부분은 KAPEX 사업의 공동연
구로 수행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필리핀의 농업현대화 달성을 위한 3대 전략 안에 농산업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음.
- 돼지도체 등급 기준 수립을 통하여 식육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고품종 선
발, 사료 공급체계 개선, 사양 관리기술 고도화가 확산되어, 관련 산업에도 파급효과
를 미칠 수 있음.

❍ 또한 필리핀은 농업현대화 달성을 위한 3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투자” 부문에서의
실행계획을 제시하였음. 이는 수확후관리, 운송 관련 체계 구축 및 인적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 KAPEX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돼지등급 기준을 위한 정책컨설팅 및 연수 등을 통하여 인적개발 관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된 유통 부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함으로써 수
확후관리 및 운송 관련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 필리핀의 주요 농업개발전략인 “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하여, 돼지등급 기준이 수립될
경우 양축농가는 수익성이 높은 육질의 고기를 생산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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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EX 사업과 연관성이 있음.

□ 대상국 농업·농촌 현황에 따른 주제의 적절성

❍ 필리핀의 1인당 육류소비가 증가하면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낮은 상황임. 국내에서의 자급률을
증가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이 필요한 시점임.

❍ 앞서 돼지등급 기준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부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필리핀 내 등
급기준이 부재한 것뿐만 아니라 관련 조직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관련 부문의
역량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KAPEX 사업을 통해서 축산물 등급 판정 관련 역량강화
를 기대할 수 있음.

□ ODA 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 돼지고기 등급 기준 및 거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함. 특히
냉도체로 유통이 되는 경우에는 소비 전 단계까지 냉장 및 냉동시설이 필수적임.
-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 콜드체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급기준이 마
련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품질과 위생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유통 부문에
서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위생 등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위생
수준이 낮아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점임. 위생등급은 필요하지만, 등급요소로 위생 수
준을 포함할 경우 관련 검사에 필요한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냉도체 판정 시에는
도축 단계에서부터 냉장 및 냉동시설이 구축되어야 함.

❍ 또한 등급 기준 수립 이후에는 가축 개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개량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지원과 연계한 ODA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돼지도체 등급 기준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 역량강화 지원과 함

2020년도 KAPEX 사업 준비: 사전타당성 조사❙

105

께 가치사슬 전 단계에서의 냉장 및 냉동시설 구축 등의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함.

❍ 필리핀의 경우, 모든 축산물의 등급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시
가금류, 쇠고기 등 다른 육류의 등급기준 관련 정책컨설팅 수요를 확인한 바 있음. 따라
서 본 KAPEX 사업 종료 후 품목을 확대시켜 필리핀의 전 축산물 도체 등급 기준 관련
컨설팅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음.

❍ 도축단계에서 판정된 등급이 소매단계에 이르기 까지 정보가 전달되려면 각 유통단계
에서의 표시제도와 연계되어야 함. 따라서 본 KAPEX 사업 종료 후 필리핀의 축산물 표
시 기준 관련 컨설팅 사업으로도 확대 추진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 가능 유무

❍ SDGs의 농수산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어업강화와 농촌개발 및 농
촌 지역주민의 포괄적 성장을 보장하는 것임. 2020년 KAPEX 사업은 정부 정책 관련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본 사업이 향후 ODA 사업으로 연계될 경우 활용 가능한 SDGs 목표에 따른 사업 성과
지표는 다음의 <표 3-5>와 같음.

<표 3-5> ODA 사업 연계 시 활용 가능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따른 사업 성과지표
SDGs
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 농업 인프라 분야 정부지출
• 농업 생산량 증가율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강화
(SDGs 2.3, 2.4,
14.2, 14.4, 14.7,
17.11)

농수산업
생산기반 구축

• 식품 손실량(T/ha)
• 전수된 영농기술의 활용도
• 농수산업 연수,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 수
• 조합 참여 농가 생산성(투입량 대비 산출량)

농민협동조합 육성 및
농가소득증대

• 협동조합원 농가 생산량
• 협동조합 통해 신규 창출된 일자리 수(청장년, 성별)
• 농민조직 참여 농가 소득(USD/ha 또는 USD/명)
• 농민조직 여성회원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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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세부목표

사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 농식품 안전 사고율
• 농식품 관리 정책 및 제도 입법화 정도

수확 후 관리

• 농가 농산품 판매단가 상승율
• 농산물 수확 후 손실율
• 농가 소득 증대율
• 농수산품 수출량/비율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종합개발 (SDGs
2.3, 2.4, 9.1, 11.1)

• 작물 및 농산품 생산량
농촌지역 생활환경 및
인프라 개선,
지역주민 역량 강화

• 식량부족 지역 주민 비율
• 역량개발 관련 활동 수
• 역량 개발 및 기술 지원 훈련받은 인원 수

자료: 외교부(2019) 토대로 저자 재구성.

3.3. 수원국의 태세
□ 조직 및 조직역량

❍ 본 KAPEX 사업의 협력대상기관인 필리핀 농업부 축산국(BAI, Bureau of Animal
Industry)은 1930년 설립된 조직으로 현재 축산물 생산, 수확후관리, 동물 복지에 관한
정책과 관련된 사업 및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본 KAPEX 사업을 담당할 예정인 축산품개발센터(APDC, Animal Products
Development Center)는 가축연구개발부(Livestock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 산하 조직으로 FAO의 지원으로 설립된 기관임. 동 센터에서는 새로운 축산
품에 대한 연구 및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 및 관련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있음.
❍ 필리핀 축산국 축산품개발센터의 경우, 필리핀의 축산품 생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중추
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며, 필리핀 농업부 산하 기관으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에 있어 중요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관련 연수를 추진하
는 등 관련 부문 역량강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KAPEX 사업 추진을 위한 조
직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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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협력 가능성
□ 국내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 (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 도체등급 판정기준을 확립하고 필리핀의 관련 인적 역량 강화
를 하는 데 있어 한국의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임.
-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축산물 등급판정업무 뿐만 아니라 측산물 이력추적제업무도 병
행하고 있어, 필리핀의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 수립과 더불어 축산물의 이력추적 시
스템 구축에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등급판정을 위한 냉장/냉동시설 또는 자동등급판정기(예:autoform) 등 시설 및 장
비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경우 닭고기에 대한 등급판정 기준 수립도 시급한 과제임. 이
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생주준을 제고하려면 우선 도축장에 HACCP(Hazzard
Analysis of Critical Control Point, 위험요인중점관리제)도입이 필요함. 또한 도축단
계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세균 등의 번식을 억제하여 위생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콜드
체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필리핀에 HACCP 및 콜드체인 시스템 그리고 냉장/냉동 시
설 및 장비 지원은 물론 관련저의 인적 역량 강화와 시설의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파견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주축으로 역할 수행이 가능함.
-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주요 관련 업무는 각 단계별 HACCP 적용 기술 및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관련 지도 등임.
-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시 축산물 각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관리를 위해 각 단계에서의
냉장/냉동유통 시설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 지원 시 본 기관과 협력할
수 있음.

❍ (국립축산과학원, 농협중앙회, 종축개량협회 등) 등급판정은 가축의 개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필리핀에는 아직 가축개량관련 조직이 없음. 가축개량 방법 등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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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립축산과학원과 농협중앙회 및 종축개량협회에서 역량
강화나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지원이 가능할 것임.

□ 해외기관과의 협력가능성

❍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국제기구로는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
개발은행(ADB),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등이 있으며, 아세안(ASEAN)에서도 농
업분야 관련 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판단

❍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는 필리핀의 포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소득 불평등과 지역
간 개발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① 지속가능하고 기후변화에 복원력 있는 인프라
개발, ② 거버넌스 및 재정 강화, ③ 포괄적인 고용과 교육, ④ 지역 통합을 지원하고자
한다. 분야별로는 ① 운송 및 수송, ② 에너지, ③ 교육, ④ 농업 및 천연자원, ⑤ 수자원
공급과 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를 포함한 5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
- 농업·농촌개발 및 천연자원 관리는 4번째 우선순위로 지정되어 있으며, 은행의 핵심
적 지원 목표는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일자리 창출, 농산업 개발로의 접근성 향상임.
핵심적 지원 내용은 농기업 및 농촌지역에서의 고용 창출, 농산물 가치사슬 개선, 포
괄적인 농산업 마케팅 및 무역 확대, 농업 부분의 제도 정비 및 역량 강화, 그리고 토
지 생산성 향상 등을 포함함.

3.5. 종합
❍ 이상을 종합하여 타당성 평가 세부 분야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종합 점수를 산정하였음.
평가기준은 크게 사업추진의 적절성, 수원국의 태세, 협력 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였으
며, 총 10개의 세부 기준으로 나누었음. 각 세부기준별로 충족하는 정도에 따라 만점 5
점을 부여하였으며, 관련 문헌조사와 사전타당성조사 면담 및 현지조사 내용을 바탕으
로 점수를 부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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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점수는 50점 만점으로, 사업추진의 적절성의 경우 25점 만점, 수원국의 태세의
경우 15점 만점이며, 협력가능성의 경우 10점을 만점으로 부여하였음.
- 점수는 다음과 같이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부여하였음.
· 5: 매우 그러함/매우 적절/가능성이 매우 높음
· 4: 그러함/적절/가능성이 높음
· 3: 보통/일부 적절/가능성이 있음
· 2: 미흡/적절성이 낮음/가능성이 없지 않음
· 1: 그러하지 않음/적절성 없음/가능성 없음

❍ “사업추진의 적절성”의 경우, 1) 국가농업개발전략과의 연관성, 2) 대상국의 농업·농촌
현황에 따른 주제의 적절성, 3) 주제 관련 분야 우리나라 농정성과 경험, 4) ODA사업화
가능성, 5) SDG 달성가능 목표 유무 등 5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하였음. 세분기준은
KAPEX 사업 주제에 대한 기준들로 대상국 농업농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인지,
우리나라의 주제 관련 농정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KAPEX 컨설팅 종료 후
ODA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주제인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임.
1) 국가농업개발 전략과의 연관성: 국가개발전략 및 국가농업전략 하에 KAPEX 주제
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KAPEX 주제 관련 전략이 있는 경우
대상국 정부에서 우선시 하는 부문이라고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우선순위에 있는 과
제이기 때문에 대상국 사업기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2) 대상국의 농업·농촌현황에 따른 주제의 적절성: KAPEX 주제 관련 대상국의 농업·
농촌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KAPEX 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농촌개발을 달
성할 수 있는지, 대상국의 농업·농촌개발에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함.
3) 주제 관련 분야 우리나라 농정성과 경험: KAPEX 사업의 목적인 “우리나라 농정경험 확
산을 바탕으로 개도국 식량안보에 기여”에 부합하기 위하여 KAPEX 사업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농정경험 유무 및 전문성에 대하여 판단
4) ODA 사업화 가능성: KAPEX 사업의 목표인 ODA사업 발굴을 위한 성과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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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EX 사업 종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ODA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
5) SDG 달성가능 목표 유무: 우리나라 ODA 정책에 부합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준으로
KAPEX 사업 주제가 SDGs 해당 목표와의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

❍ “수원국 태세”의 경우, 1) 조직 및 조직 역량, 2) 주제 관련 과거 사업 수행경험, 3)
KAPEX 사업 결과물 활용에 대한 의지로 세부기준을 설정하였음. 위의 기준은 주로 대
상국의 사업추진 열의에 대한 기준들로 KAPEX 사업의 구성요소인 공동조사, 연수, 워
크숍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및 의지에 대한 기준임.
1) 조직 및 조직 역량: 대상국의 KAPEX 담당 부서 내 국제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및 담당자 여부,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의사소통, 문서작
업), 행정적인 절차 등 전반적인 업무 역량에 대한 기준 등을 판단
2) 주제 관련 과거 사업 수행 경험: 우리나라와의 ODA사업뿐만 아니라 주제 관련하여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사업 수행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함. 과거에 주
제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우, 연구 관련 자료 및 네트워크 등이 구축되어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음.
3) KAPEX 사업 결과물 활용에 대한 의지: KAPEX 사업의 결과물을 ODA 사업제안서
로 활용하여 사업화를 하거나 정부의 정책 및 전략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
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함.

❍ “협력가능성”의 경우 1) 국내 관련기관, 2) 국제기구 및 타 공여국 관련기관으로 세부 기
준을 구분하였음. 위 기준은 현지에서의 공동연수, 현지워크숍 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수
행 시 대상국 내 타 기관과의 협력여부의 정도를 파악하는 기준임.
1) 국내 관련기관: KOPIA, KOICA, 수출입은행 등 대상국 내 관련 국내기관이 있는지
에 대한 여부를 판단함. 특히, 농업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가능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2) 국제기구 및 타 공여국 관련기관: 대상국 내 국제기구 혹은 타 공여국의 국제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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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관 혹은 농업협력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함. 이러한 기관에서
KAPEX 주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혹은 과거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농업관련 프로
젝트 추진 실적 등이 중요함.

❍ 종합점수는 사업추진 적절성 23/25, 수원국 태세 11/15, 협력 가능성 9/10, 합계
43/50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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