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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이 수행한 2020년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사업(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eicnes for Food Security, 이하 KAPEX)의 결과보고서이
다. KAPEX 사업은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분야 정책 컨설팅 사업으로 대상국과의 공동조사,
초청 및 중기연수, 워크숍 등으로 구성된다.

금년도에는 베트남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IAPP) 및 베트남 국립농업대학(VNUA)
와 채소 가치사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적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농업부
(MOA) 기반시설국 및 국제미작연구소(IRRI)와 람풍주 와이카난군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
의 정책 및 제도적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필리핀 농업부(DA) 축산국(BAI) 및 필
리핀 국립농업대학(UPLB)와 돼지도체 등급 기준 수립을 위한 실태연구 및 특성 평가를 실
시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기존의 초청 및 중기연수를 온라인 연수로 대체하여 대상국
의 농업 정책 수립 및 개발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KAPEX 결과공유워크숍을 개최하여 공동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2021년도 사업을 준비
하기 위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덧붙여 주요 국제기구들과 신남방·신북방 국가들이 참여한 2020년 국제농업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식량위기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농업 부문 코로나19의 주요 영향과 협력 분야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따르면 빈곤
및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강화는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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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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부, 농업 분야 국제기
구 및 우리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202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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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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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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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결의를 다
진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년간의 재원약속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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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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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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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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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
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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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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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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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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추진 방향 및 세부 추진 과제
개발도상국의 농업정책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한 ODA사업 발굴

목적

중점
추진
방향

개도국의 농업 및 지역개발정책과 연계한 심층적 공동조사 추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사업 발굴 및 기획
국내외 네트워킹 플랫폼 확대를 통한 성과 공유 확산

개도국
역량강화

ODA사업 발굴
체계 구축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및 성과공유

세부
추진
과제

❍ 한국·개도국·

❍ ODA라운드테이블

❍ 대상국 정책협의

❍ 글로벌ODA포럼

❍ 성과공유 워크숍

❍ 고위급 초청연수

❍ 유관기관 융합사업

❍ 국제기구 및 NGO 협력

❍ 전문가 중기연수

❍ 사업기획안 수립

❍ 뉴스레터/홈페이지

국제기구 공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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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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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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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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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0년 사업 추진 내용
2.3.1. 대상 국가 및 주제
□ ‘20년 사업대상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3개 사업)

❍ (베트남) 농산물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연계 시범모델 수립
- 영문명: Consolidation of Creative Pilot Linkages among Agricultural
Stakeholders for Strengthening Agriculture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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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개선
- 영문명: Advancement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in Indonesia

2.3.2. 중점추진 방향
□ 현장 및 정책 수요에 기반한 ODA사업 발굴 및 심층 기획 강화

❍ 대상국과의 공동조사를 통해 심층적인 ODA사업 발굴 및 기획
- 대상국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연구소,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수요에 기반
한 ODA사업 발굴 및 기획
- 대상국 내 국제기구, 국제 NGO 등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현장성 및 전문성
강화
- 각 분야별 국내 및 국외 전문가 활용을 통한 공동조사의 품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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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연수를 활용한 대상국의 정책적 및 기술적 역량 강화

❍ 사업 주제 관련 한국의 정책 및 기술 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대상국의 사업 제안을 위한
교훈 및 시사점 제공
❍ 연수 참여자 대상 사업제안서(Project Concept Paper) 작성법에 관한 교육을 통해
ODA사업 발굴 역량 강화

□ KAPEX사업의 성과공유를 통한 관련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 모색

❍ 공동조사의 추진 계획 및 결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현지에서 개최
❍ 공공 및 민간 부문 등을 포함하는 관련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 모색

□ 농업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체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대외협력 강화

❍ 농업 분야 융합사업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농협, 농어촌공사, 농정원, 검역본부, 종자원
등)과의 협력 강화
❍ 농업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체 운영을 통한 ODA사업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의 관
련 기관(농협, 농어촌공사, 농정원, 검역본부, 종자원 등)과의 협력 강화
❍ ODA사업 발굴 단계에서의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및 중복성 방지 도모

□ KAPEX 성과평가를 통한 KAPEX 2기 추진계획 마련

❍ KAPEX 1기(2013~2019)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의 성과 및 영향 평가 실시
❍ 평가결과의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KAPEX 2기(2020~2025)의 비전, 목표, 세부
추진방안 설정에 활용

□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KAPEX 홍보 기능 강화

❍ KAPEX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독자 중심의 자료 제공 및 가독성 제고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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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기대효과
□ 베트남

❍ 채소의 생산과 소비까지의 가치사슬 단계별 이해관계자를 연계하여 소농의 지속가능한
소득증대를 추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시범모델을 도출하고 ODA사업을 발굴

□ 필리핀

❍ 필리핀 돼지도체 등급 관련 역량강화 로드맵 작성 및 관련 ODA사업을 발굴
❍ 한국의 돼지도체 등급 기준 수립 정책발전 경험 공유 및 필리핀 유관기관의 역량 강화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농기계서비스사업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추진하
는 농업기계화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ODA사업을 발굴

2.3.4.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
가. 정책협의
□ 추진 목적 및 방식

❍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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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조사, 초청연수 및 중기연수, 워크숍 등 사업활동의 추진 방향 및 일정 논의

❍ (추진 방식)
- 대상국과의 KAPEX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통한 정책협의 실시 및 협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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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ROD) 체결, KAPEX 공동조사단과의 연구진 구성, 연구 내용 및 일정 협의(2월 말
까지 실시 완료)
- 체결한 협의의사록(ROD) 및 과업지시서(TOR)를 농식품부와 공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면상의 정책협의 실시

□ 산출물(Outputs)

❍ 대상국과의 정책협의 완료 및 협의의사록(ROD) 체결
❍ 공동조사단 과업지시서(TOR) 서명
❍ 공동조사, 연수, 워크숍 등 세부사업 추진 일정 협의

나. 공동조사(Joint Research)
□ 추진 목적 및 방식

❍ (추진 목적)
- 농림업 분야 ODA사업 발굴 및 기획을 위한 심층적 조사·연구 실시
- 사업주제 관련 대상국의 정책 및 제도적 현황, 문제점 분석, 개선방안 도출을 통한 농
업 정책 컨설팅 제공

❍ (추진 방식)
- 대상국 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 대상국 내 국제기구 및 민간전문가, 한국 전문가로 구
성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업 주제 관련 공동조사를 실시
- 공동조사를 통해 타당성 조사 수준의 ODA사업 기획(기초선 조사, 수혜자 분석, 성과
지표 제시 등)
- 사업주제 관련 대상국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한국의 정책적 및 기술적 경험 공유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
* 위탁기관은 대상국 내 국가 연구기관 또는 대학교를 활용(위탁금액은 3만 달러 이내)

사업 개요 ❙

11

- 국내 및 국외(국제기구, 민간 부문) 전문가를 활용하여 대상국 공동조사단에서 추진
하는 연구와 연계
* 국외 전문가 위탁금액은 7천 달러 이내
- 공동조사의 일정 및 조사내용 공유를 위한 착수워크숍과 공동조사의 결과 공유 및 현
지 의견수렴을 위한 결과공유 워크숍 실시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상국 농업부, 현지 체류 국제기구 및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
여 비대면 방식의 공동조사 추진

□ 공동조사 내용(안)

❍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업 주제 관련 대상국의 농업 분야 정책 현황 및 개발전략
- 농업 생산, 유통, 수출입 등 가치사슬에 관한 기초 자료수집 및 분석
- 사업 주제 관련 대상국 내 ODA사업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 (ODA사업 기획) 타당성 조사 수준의 공동조사 실시
- 대상국의 정책 수요(정책 우선순위,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등),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투자) 여건 등 대내외적 환경 분석 등을 통해 ODA사업의 목표 제시
- 사업대상지역의 농업 및 농산업(가치사슬) 여건, 농가경제 현황 등 기초선 조사와 성
과지표 제시
- 사회·경제·환경적으로 타당한 수준의 ODA 사업 세부구성 요소(시설, 기자재 등),
ODA사업 추진전략 및 관리방안 등 제시

□ 공동조사 결과의 활용

❍ 농식품부 ODA기획협력사업 제안
❍ 개발도상국의 농업 관련 분야 정책 및 개발협력사업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자료
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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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농업개발 등 우리나라 민간 부문의 진출과 민관협력 사업 등 추진을 위한 세부 분야
별 정보로 활용

□ 산출물(Outputs)

❍ (연구 결과물) 사업 주제 관련 대상국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한국의 농정경험,
심층적인 ODA사업 기획서 등을 담은 보고서
- (베트남) 채소의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공동조사 보고서
- (필리핀) 돼지도체 등급 기준 수립을 위한 공동조사 보고서
- (인도네시아) 와이카난군 농기계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조사 보고서

❍ (연구 활용)
- 공동조사 결과와 발굴된 ODA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농식품부 ODA사업의 발
굴 및 기획(n-3년)
- 향후 사업 추진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기초선 자료로 활용

다. 온라인 연수
□ 추진 목적

❍ (추진 목적)
- 전문가 강의 및 현장견학을 통한 사업 주제 관련 한국의 정책적 및 기술적 발전 경험
공유
- 대상국 공무원의 정책 수립, ODA사업 발굴 및 기획 역량 제고
- 향후 ODA사업 발굴 및 기획 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대상국과의 소통 기반 마련
- 국가별 상호 학습(Peer-learning)의 기회 제공 및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 방안 모색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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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식) 국가별 사업 주제 관련 전문가 강의 제공, 현장견학 추진, 대상국 연수생의
보고서 작성
- 연수 추진 전 강의 주제 및 현장학습 방문 기관에 대한 대상국 수요 조사 강화
※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기존의 국내초청연수(1주일)와 중기연수(2개월)를 통합하여
KAPEX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추진

□ 추진 방향

1. 비대면 연수를 위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추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기존에 예정된 국내초청연수(1주일), 중기연수(2개월)를 통
합하여 KAPEX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추진
❍ 지속가능한 온라인 연수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강의자료 축적
-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대비 및 개도국 역량강화 연수 확대를 위해 2020년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연수의 기틀을 마련

2. 한국형 ODA 모델 및 대상국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 구성
❍ 한국형 ODA 모델과 대상국 ODA 수요를 반영한 주제로 구성
- 스마트농업, 농산물 수출 등 현재 대상국에서 관련 ODA 수요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
여 특별강의로 제공

3. 나주 및 전남지역 농업·농촌 유관기관과의 협력
❍ 우리나라의 농업·농촌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강의 제작 시, 나주 및 전남지역
소재 기관의 주요 사업 사례 및 성과 소개
- 현장강의 제작 시, 한국농어촌공사, 유통공사, 국립종자원 전남지소, 전라남도 농업
기술원 등의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각 기관의 관련 사업 사례와 성과 등을 소개
- 나주배협동조합, 호남원예고등학교, 나주 내 청년·여성농업인 농가 및 농기계입대사
업소 등을 방문 및 면담하여 관련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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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KAPEX 결과공유워크숍
□ 추진 목적

❍ 국별 공동조사 결과의 공유 및 확산
❍ 향후 ODA사업의 기획 및 발굴을 위한 협의 실시
❍ 국제기구, 관련 국내외 기관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연계
활성화

□ 주요 논의 내용

❍ KAPEX 사업 성과의 공유
- 공동조사, 초청연수 및 중기연수 등 KAPEX 사업의 결과 공유
- 대상국 내 공동조사 및 연수결과의 성과확산 방안 모색
❍ 사업 주제 관련 우리나라의 농정경험 및 해외기관의 사업 추진 사례 공유
- 한국의 정책적 및 기술적 경험 공유 및 대상국에의 시사점 제공
- 사업 주제 관련 해외기관(정부 및 민간 부문)의 사례 공유를 통한 교훈점 학습 및 이해
관계자간 협력 방안 모색
❍ 향후 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전략 논의
- 대상국의 농정발전을 위한 핵심과제 도출 및 확산
- 개발협력이 필요한 분야 및 추진전략 논의
❍ KAPEX 성과평가 결과 공유 및 내년도 KAPEX 추진 계획 발표
- KAPEX 1기(2013~2019)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2기 사업의 목표 및 중
점추진방향을 모색
- 내년도(2021년) KAPEX 대상국의 담당자를 초청하여 공동조사의 추진 계획을 공유
하고 정책협의 준비를 위한 사전 협의 실시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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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및 추진방식

❍ (개최 지역 및 시기) 한국(`20년 11월 예정)
❍ (운영 방식) 제4회 아시아 7개국 ODA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와 겸하여 개최, 개도국
정책담당자, KAPEX 공동조사단, 현지 국제기구 전문가, 민간기구 등이 참여하여 총 2
일간 개최
- 1일차: KAPEX 공동조사 결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2일차: 국별 공동조사단 간 향후 사업 발굴 및 기획을 위한 논의 실시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웨비나(Webinar) 혼합 개최(11월)
(국내 토론자, 좌장 및 일반 참석자는 오프라인 참여, 국제기구 및 개도국 발표자는 온라인으
로 참여)

❍ (결과 활용) 워크숍 결과의 피드백을 국별 공동조사결과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사업 발굴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해외농업개발 혹은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해외진출을 위한 자료 제공

마. 2021년 KAPEX 사업대상국 사전타당성 조사 및 2022년 예비 사업기획안 작성
□ 추진 목적 및 방식

❍ (추진 목적)
- (2021년 KAPEX 대상국 사전타당성 조사) KAPEX 사업 추진 2년 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주제의 적합성 및 추진 가능성 점검, 무상원조시행계획서 제출
에 활용
- (2022년 사업기획안 작성) 2019년도 공동조사를 통해 발굴된 ODA사업의 기획을
위한 사업기획안(Project Documen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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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식)
- (2021년 KAPEX 사전타당성 조사) 2021년도 사업대상국(5개국) 선정 이후 사업주
제 확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 (2022년 사업기획안 작성) 대상국의 수요로 제안된 ODA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심층
자료(사업의 목적, 수혜자, 사업요소, 요소별 내용, PDM 구성) 수집 및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한 사업의 품질 제고

□ 조사 및 협의내용

❍ (2021년 KAPEX 사전타당성 조사)
- 제안된 KAPEX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항목 구성
-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지 출장 실시, 대상국 관계자와의 면담 및 사업 대상지 조사 등
을 추진(연구진 2인, 5일 이내)
* 국개위 이행과제 관련 메뉴얼(사업 발굴 및 타당성조사 관련) 내용 참고
- 무상원조시행계획서 제출을 위한 대상국의 사업제안서(PCP) 제출 독려 및 향후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 실시

❍ (2022년 사업기획안 작성)
- KAPEX를 통해 발굴된 사업의 기획을 위한 심층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의 목적, 수혜
자, 기간 및 예산, 구성요소,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등을 수립
- 발굴된 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조사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의 사전 검토 실시

바. 뉴스레터 발간 및 KAPEX 홈페이지 운영, 대외협력 강화
□ 추진 목적

-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 최근 동향 자료 공유를 통한 ODA사업의 국민 인식 제고
- KAPEX 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한 국내외 파트너십 구축과 홍보 채널 마련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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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분야 국제개발사업협의회 추진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융합 ODA 사업 발굴 기반
조성

① 뉴스레터 발간 (분기별)
❍ 국내외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KAPEX 사업의 추진 경과, 최근
ODA 동향 및 관련 소식 등을 공유
- 국문 또는 영문 뉴스레터로 제작해 웹메일 서비스 제공

② KAPEX 홈페이지(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홈페이지) 운영
❍ (추진 목적) KAPEX 참여 국내외 전문가 구독자를 대상으로 KAPEX사업 및 농업개발
협력 분야 연구 자료 공유
❍ (추진 방향) 홈페이지 내 센터 업무 소개, 관련 연구자료, KAPEX 사업 추진 경과 등을
상시 업데이트

③ 대외협력 강화
❍ (추진 목적) 농업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협의체 운영을 통한 ODA사업 발굴 및 기획단
계에서의 관련 기관(농협, 농어촌공사, 농정원, 검역본부, 종자원 등)과의 협력 강화
❍ (추진 방향) ODA사업 발굴 단계에서의 기관 간 사업 정보 및 추진 계획 공유를 통한 연
계성 강화 및 중복성 방지 도모

사. KAPEX 성과평가
□ 추진 목적

❍ 정책 컨설팅 사업으로의 KAPEX 사업 정체성 확립 및 효과성 제고 필요성 대두
❍ 공동연구, 초청연수, 워크숍 등 KAPEX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성과의 단기
및 중장기 관리 방안 모색
❍ 국가별․사업별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국간 효과성 비교 및 향후 국가별 전략 수립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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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방식

❍ 평가 대상 및 범위
- 평가 대상: 2013~2019년까지 수행된 KAPEX 사업 전체 21개 사업 대상
- 평가 범위: 사업 요소별 산출물(output), 성과(outcome)
- 평가 방법: KREI 및 외부 ODA 평가 전문가․기관과 공동 평가
* 평가 방법과 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의뢰
* 현지조사 시, KAPEX 연구진 동행하여 공동조사 실시

- 평가 결과(과업의 산출물) : △농업분야 정책컨설팅 사업의 평가 가이드라인 △농식
품부 ODA 사업 기획 및 관리 방안 정책 제안

❍ 세부 추진 계획
- 평가 시기: ‘20년 상반기
- 평가 구분: 공동 평가 (ODA 평가 전문가 및 컨설팅 기관 의뢰)
- 평가 방법: 삼각측정(Triangulation)법을 통한 정책컨설팅 사업의 질적․양적 분석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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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1. 정책협의
1.1. 베트남
1.1.1. 사업 주제
❍ 농산물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연계 시범모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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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조사, 초청연수 및 중기연수, 워크숍 등 사업활동의 추진 방향 및 일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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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 : 2019. 4. 23(목)

3) 대상기관 : 베트남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 NIAPP)

4) 세부 내용 및 일정
❍ 사업 추진을 위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of Vietnam: MARD),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IAPP), 국립농업대
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VN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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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인도네시아
1.2.1. 사업 주제
❍ 인도네시아 람풍주 와이카난군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개선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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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조사, 온라인 연수, 워크숍 등 사업활동의 추진 방향 및 일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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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 : 2020.7월

3) 대상기관 : 인도네시아 농업부(MOA) 농업기반시설국(DAM)

4) 세부 내용 및 일정
❍ 사업 추진을 위한 인도네시아 농업부(MOA) 농업기반시설국(DAM)과의 정책 협의 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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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필리핀
1.3.1. 사업 주제
❍ 필리핀 돼지도체 등급기준 수립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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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조사, 초청 연수 및 중기연수, 워크숍 등 사업 활동의 추진 방향 및 일정 논의

2) 기간 : 2020년 7월

3) 대상기관 : 필리핀 농업부(DA) 축산국(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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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내용 및 일정
❍ 사업 추진을 위한 필리핀 농업부(DA) 축산국(BAI)와의 정책 협의 실시 및 향후 추진 계
획 논의
- 공동조사 추진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 공동조사의 주제, 연구 방법론, 추진 일정,
기대 효과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한 연구 방향 구체화

2. 공동조사
2.1. 베트남
□ 개요

1) 주제: 농산물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연계 시범모델 수립

2) 기간: 2020.5.1.~10.31.

3) 공동조사 대상기관: 베트남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 NIAPP)

□ 주요 조사 내용

가. 연구 배경
❍ 베트남의 농업은 지난 4세기 동안 빈곤퇴치, 식량안보, 사회적 안정 등에 기여했으며,
국가 경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음. 매년 3천만 톤의 과일 및 채소를 생산하여 수출하
고 있음.

❍ 그러나 생산, 가공, 판매 등 시장 조직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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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및 활용, 농민-기업 간의 연계를 통한 상호 이익 창출이 필요함.

❍ 베트남의 ‘2030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농촌지역의 농업 생산 개발을 촉진 하기
위해 농민과 기업간의 연계를 장려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농산
물 생산자 및 생산된 농작물 가공 및 소비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지속가능하도록
계약농업을 장려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연계 관련 법령(98/2018/ND-CP)에
서 언급하는 “연계”는 농산물의 생산 효율과 품질 향상을 목표로 농산물 이해 관계자 간
에 자발적으로 합의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공동 투자를 뜻함. 이에 따라 농산
물의 생산, 보관, 처리 및 소비를 담당하는 작업장 및 창고를 포함하여 연계 서비스를 위
한 기계, 장비 및 인프라 건설에 대한 총 투자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
행하고 있음.

❍ 그러나 계약농업을 통한 이해관계자 연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며, GAP 기준에 따른
농산물 안정성 확보 체계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시범모델을 실시하여 정부
정책에 참여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함. 이를 통해 베트남에서 생
산되는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생산 능력과 이익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농산업 기반
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됨.

❍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채소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여건 및 문제점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및 관련 전략을 파악하고자 함. 또한 이해관계자 연계를 통한 생산품 품질
향상 및 소득 증대 가능성을 분석하고 향후 ODA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베트남의 채소와 과일은 생산 경험, 토양, 기후 및 노동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으며, 최근
새로운 생산 모델이 도입됨. (생산모델) ①첨단기술농업 투자기업의 모델로 민간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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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FDI가 25%, 국유 기업이 약 5%를 투자하는 모델 ②민간기업 및 농가 간 연계 모
델(기업은 자본을 투자, 농민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 ③채소 및 과일 생산기술 개발의
촉진 ④특화작물 생산 ⑤ 품종개량 ⑥신기술 적용, 종자부터 영농까지 품질관리, 선진적
이고 친환경적인 생산 공정(예: VietGAP, Global GAP) 등

❍ 현재 채소 가공시설은 약 145개가 있으며, 총 가용 용량은 연간 80만 톤으로 2013년 이
후 채소 및 과일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출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2018년
채소 및 과일 수출액은 38억 1천만 달러로 2017년 대비 8.8% 증가하였음. 현재 전 세
계 60개 이상의 시장에 수출 되며, 주요 경쟁자는 태국, 필리핀, 중국 등 베트남과 같은
열대 채소 생산 조건을 갖춘 인접 국가임.

❍ (베트남 채소 및 과일 수출시장의 장점) 베트남의 수출 업체들은 시장 조사를 위해 광범위하
게 투자해 왔고, 제품의 품질관리, 식품 위생 및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 가
공 기업은 HACCP, BRC, Halal 등 의 인증을 획득함. 또한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음(IQF,
통조림, 농축 주스 등).

❍ (베트남 채소 및 과일 수출시장의 약점) ①생채소 또는 반가공 채소가 총 수출액의 90%
를 차지하고, 가공 제품은 10%에 불과함. ②주요 수출시장은 중국으로(2018년 수출 매
출액의 73%를 차지) EU, 미국, 호주, 일본, 한국과 같은 일부 대형 시장에는 특정 제품
만 수출 할 수 있음(미국은 용과, 람부탄, 망고 등 수입 허가 품목은 총 6개) ③다양한 품
목에 대한 관리, 통계, 및 예측이 어려움. ④품질이 낮은 품종, 식품 위생 및 안전성에 대
한 문제(과일 파리, MRL, 중금속 함량 등) ⑤물류서비스비, 해상 및 항공 운송비가 높
음. ⑥계절에 관계없이 생산되는 과일의 과잉 공급으로 가격 경쟁력 저하 ⑦수작업을 통
한 농산물 가공처리 ⑧수확 후 처리기술 부족 ⑨가공 공장 부족 ⑩채소 및 과일 연구 부
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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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잘라이(Gia Lai) 지방의 채소 생산 면적은 29,620ha로
2015년에 비해 10.2% 중가했고, 2019년 채소 생산량은 423,514톤으로 2015년 대비
16.96% 증가함.

❍ (투입업체) 조사 대상 지역의 15개의 비료 및 살충제 판매 업체는 월 평균 46.4톤의 비
료 및 살충제를 수입하고, 약 40.7톤을 판매함. 주요 비료는 요소 비료, 인산염 비료, 칼
륨. 제초제와 농약의 평균 수입량은 월 87 리터, 판매량은 76.8리터로 주요 구매자는 채
소 생산자 92.6%, 2%는 협동조합으로 구성 됨.

❍ (농민) 1인당 평균 채소 생산 면적은 3,000~5,000㎡로, 채소 생산은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그에 비해 소득은 적음. 이에 따라 첨단 기술 및 자동 관개 시스템 도입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하나, 인프라 구축 비용이 높음. 생산자에 따르면 생산 자본 23%,
생산 기술 23%, 제품 소비 18%, 생산품 보존 18%, 투입 재료 9%, 생산 면적 9% 등 6가지
주요 요인으로 야채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잘라이 지방에는 채소 종
자 공급업체가 거의 없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냉장시스템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함.

❍ (수확과정) 잘라이 지방의 수확 과정은 간단하며 소비자(협동 조합/ 수집 업체/ 도매 업
체/ 기업)에 따라 수확 과정이 다름. 수확 후 손실은 20~25% 정도 되며, 수확된 채소를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 이에 따라 유통은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소량의 채소만
다낭시(약 300km 거리)로 운송됨. 농민들은 구두 계약(63%)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나머지는 서류상 계약 체결을 통해 이루어짐.

❍ (유통, 도소매 상인) 잘라이 지방에는 1등급 시장 1개, 2등급 시장 12개, 3등급 시장 64
개 및 임시시장 16개가 있음. 대부분의 시장이 2급, 3급, 및 임시시장이기 때문에 유통
되는 농산물이 식품안전 기준에 따라 관리 및 통제 되지 않아 안전 문제가 발생함. 이 지
방에는 2개의 도매시장이 있으며, Cu An(Dak Po 지구)과 An Phu(Pleiku City)임. 유
통 및 도소매 상인의 문제점은 사업 자본이 부족하고, 채소를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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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부족함.

❍ (협동조합)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총 217개가 있으
며, 농업-임업-어업-소금 협동조합임. 협동조합은 약 8,692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
고, 회원의 월 평균 소득은 원화 14만원~33만원임. 평균적으로 채소와 과일 조합의 조
합원은 7~14명이며 총 재배면적은 약 5~10ha임. 협동조합은 채소, 콩, 허브, 양파, 양
파 등을 판매하고, 매달 약 20톤의 채소를 도입하고 있음.

❍ (유기농채소) 현재 시장에서는 유기농 채소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높은 인프라 비용 및
유지비용 문제가 대두됨. 유기농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은 거의 없으며, 수익이 높지 않
음. 유기농 채소 판매상은 지역의 평균 33㎢마다 한 곳씩 있으며, 저소득층은 높은 판매
가격으로 인해 유기농 채소에 대한 소비가 제한적임.

❍ (소비자) 소비자의 57.8%는 전통시장에서 채소를 구매하며, 21.3%는 생산자로부터 직
접 구매하고, 8.7%는 도매시장에서 구매함. 도매시장에서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가
격과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많이 취급하여 도매시장에서 구입 한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요인은 포장상태와, 가격, 안전한 채소 등임. 그러나 소비자는 제품 품
질 및 안전성, 잔류 농약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고품질 채소 취급 공급업체 부족 등의
어려움이 존재함.

2.2. 인도네시아
□ 개요

1) 주제: 인도네시아 람풍주 와이카난군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개선

2) 기간: 2020.6.2.~12.10.

3) 공동조사 대상기관: 인도네시아 농업부(MOA) 기반시설국(Directorate Gener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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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 주요 조사 내용

가. 연구 배경
❍ 와이카난(Way

Kanan)군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Sumatra)

람풍(Lampung

Province)주에 위치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약 3,921㎢, 전체 인구는 약 38만 6,567
명임.

총

14개의

구(district)으로

구성되며,

주(capital)는

블람반간

움프

(Blambangan Umpu)임.

❍ 와이카난군은 북쪽의 남수마트라(South Sumatra), 남쪽의 람풍 우타라(Lampung
Utara Regency), 서쪽의 람풍 바랏(Lampung Barat), 동쪽의 뚤랑 바왕 바랏(Tulang
Bawang Barat Regency) 지역과 경계를 접함.

❍ 와이카난군의 지형은 산지와 하천 유역으로 구성되며, 기후는 열대성 기후로 계절은 건
기와 우기로 구분됨.

❍ 와이카난군은 풍부한 천연 및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림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산지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 유역을 따라 관개 시스템이 개선될 경우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량주권을 개발의제로 선정, 쌀, 옥수수, 대두 등의 자급률을 높이
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Special Program for
Acceleration of Rice, Maize, and Soybean Self-Sufficiency: UPSUS)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인도네시아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기반시설국(Directorate General of
Infrastructure

28

❙

and

Facilities)은

2008년부터

농기계서비스(Agricultural

Machinery Services/Usaha Pelayanan Jasa Alat Dan Mesin Pertanian: UPJA)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고 농민들이 농자재를 활용하여 생산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제공해오고 있음.

❍ UPJA는 인도네시아 전역 마을 단위까지 조직되어 있으며 농가 및 농민단체와 연계하여
농기계 임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전문 기관으로, 농업부 산하 농업연수원(National
Agricultural Training Center)과 군 단위 지방정부 농업사무소가 협력하여 각 사업
의 운영 및 관리를 보조해오고 있음.

❍ 2018년 인도네시아 농업부의 인도네시아 전역 UPJA 조직의 사업 수익성, 독립성, 지속
성 등의 평가를 시행한 결과, 와이카난군의 UPJA Mandiri가 우수 사례로 선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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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농업 현대화 시범사업 구축을 목표로 기계화를 통한 농업 생산
성 향상에 대한 실증적 조사 및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나. 연구 목적
1) 인도네시아의 농업기계화 및 농기계서비스 지원사업(UPJA)에 대한 현황 조사
- 인도네시아 농업개발전략 검토를 통한 농업 현대화 부문에 관한 목표 및 추진계획 파악
- 문헌조사를 통한 인도네시아 람풍주 와이카난군의 농업기계화 현황, UPJA의 추진체
계,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파악

2) 람풍주 와이카난군의 농기계 이용 현황 설문조사
- 공동연구 대상지 및 향후 ODA 사업 대상지 내 농민, 농업협동조합, 농기계서비스 지
원사업 관련 공무원 및 민간 부문 등을 대상으로 농기계 보급 및 교육, 부품 조달 등
농기계 수리 및 관리, 경지정리, 농로확보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및 면담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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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람풍주의 농업 기계화 수준 및 제약 요인 검토를 통한 적합한 수준의 기계화 계획 수립
- 람풍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 도출
- 람풍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농업 기계화 촉진 및 수확 후 관리 개
선을 위한 지원 서비스 수립
- 인도네시아 농업 부문 중장기 기계화 전략 및 인도네시아-IRRI 간 5개년 업무 계획
의 향후 추진 계획 수립

4) 향후 ODA 사업 제안
- 람풍주 와이카난군의 농기계서비스 지원사업 개선 및 농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시사
점 도출, 정책 및 기술이전 부분 등에서 한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 발굴
- 향후 ODA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사후관리 방안, 타 ODA 사업과의 연계 강
화 방안 등 모색

다. 연구 방법
❍ 문헌조사를 통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농기계지원사업(UPJA) 관련 전략적 문서 및 정책
검토, 사업 주제 관련 ODA 사업 현황 파악

❍ 인도네시아 람풍주 와이카난군의 농기계화율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대상지역의 농기계 서비스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파악, 농민, 농업협동조합,
지방정부, 농기계 연구조직,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한 농기
계화율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 자료 분석을 통한 농기계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농업현대화를 위한 정책적 및 기술적
개선 방안 도출

❍ 인도네시아 IRRI 사무소 인력, IRRI 본부의 기계화 및 수확 후 관리 분야 전문가를 활용
한 설문조사 문항 개발, 자료 수집 및 관련 문헌 검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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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데이터 수집을 통한 수요 평가(Needs Assessment)
- 농업 기계화 및 수확 후 관리 개선의 중장기적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 평가
-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농업 기계화 및 수확 후 관리 개선에 따른 람풍주의 경제적 및
환경적 영향 평가 실시, 쌀 가치사슬 부문의 개선 기대효과 예측

라. 연구 결과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자리 창출, 식량 안보 강화, 빈곤 감소 및 농촌 지역 개발을 달성하
기 위한 쌀 기반 농업 시스템의 기계화를 강조하고 있음.
- 국가장기개발계획 2005-2025(National Long-Term Development Plan.
RPJPN), 국가중기개발계획 2020-2024(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RPJMN), 2012년 식품법(8조항)은 농업의 현대화를 위한 농업 기계화를 목표
로 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 부문의 기계화를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농업 기계화 수준은 10~90% 정도이며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 인도네시아의 토지 정비 단계에서의 기계화율은 65%로 나타났으
나, 주로 이용되는 기계는 2륜 트랙터이며, 콤바인을 통한 수확률은 26%로 나타남.
- 태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인접 국가에 비해 인도네시아의 농업 기계화는 더딘 수준임.
- 높은 농업 생산 비용, 식량 손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 토지의
밀접화, 기후변화 등은 인도네시아 농업 부문의 해결과제로 남아있음.

❍ 인도네시아 농기계화 부문의 주요 문제점은 고지대 및 저지대 조건에 적합한 기계 및 장
비 부족,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서비스의 부족, 농기계 지원 및 사후 서비스 미비, 농민,
운영자, 기계 소유자 등 관계 이해관계자의 역량 부족 등임.
- 현재 정부의 농기계화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지 않으며, 주, 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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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단위의 지역에서 농기계 이용에 관한 기술 및 지도 체계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JICA, IAARD: 2017).

❍ 농기계 임대차 계약 서비스를 통해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농업 기계화 지원사업이 확산
되고 있으나, 현재 토지 정비 또는 수확 단계에서 농기계가 단순히 노동력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적인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서 운영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임.

❍ 인도네시아 농기계시장규모는 2017년 3.2조 달러 정도이며, 한국(약 19억달러)보다
약 1.4배임. 인도네시아의 농기계시장규모는 2017년~2022년까지 연평균 5.3%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5년간 트랙터 등의 주요 농기계를 보조 지원하여 벼농사 농업
기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음. 2015년 이후부터는 4륜 트랙터와 경운·정지기의 지
원이 증가되고 있어 점차 농업의 대형화와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수
확장비인 콤바인 등의 장비와 곡물건조기 등은 꾸준하게 장비가 도입되어야 수확후부
터 곡물 손실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 수준은 2륜 트랙터에서 4륜 트랙터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
- 농작업별 기계하는 경운·정지 70~90%, 관개·양수 90~95%, 탈곡 95% 수준이나,
수확작업은 45~60%로 낮은 수준임(특히 콤바인 작업은 15% 내외 수준으로 지역별
로 차이가 큼)
- 농기계 산업기반은 전반적으로 수도인 자카르타, 자바섬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산
업 인프라가 부족하여, 농기계 시장은 고급기종(4륜 트랙터, 콤바인의 경우) 대부분
수입 브랜드 농기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농기계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격으로 현재 중국산 제품이 가장 많이 수
입되나, 트랙터·콤바인의 경우 주로 태국(일본 제휴사)산 농기계를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미국·중국·한국·인도·벨라루스 등의 농기계도 수입되고 있음.

32

❙

- 트랙터는 4륜트랙터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농작업 대행조직(Hiring Service)
이 늘어나면서 50마력대 이상의 증가세에 있음.
- 이앙기는 경지정리가 부족하고 직파로 인해 한국과 동일한 영농방법을 적용한 이앙
기 판매물량은 연간 2,000~3,000대로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임.(논의 경지정리가 부
족하여 이앙기 기계화가 어려움)

❍ 정부소속의 농업기계 공인시험기관이 농업공학연구개발센터(ICAERD)가 있으나, 농기
계 개발능력은 부족함. 농기계 시장 경쟁력이 성능과 가격도 중요하지만 내구성·A/S시
스템·파이낸싱 조건 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수리 등의 A/S시스템은 ‘Kubota’의 현지 기반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이며, 대부분은
현지의 교통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A/S시스템이 대단히 취약한 편임. 브랜드 농기
계의 경우 4륜 트랙터·콤바인의 경우 보증기간이 1,000시간 ~ 1,500시간, 이앙기(4조)
는 500~1,000시간이며, 보증기간 중 정기점검은 2회 내외임.

❍ 인도네시아 농업정책의 흐름은 중앙정부>지방정부>각 단위 지자체>영농집단의 순임.
농업정책의 최상위 부서는 농업부이며, 각 주의 지방정부에 농업부가 있으며, 농정국에
서 주정부의 농정을 실시하고 있음. 중앙정부 단위의 농업기계화는 식용작물국
(Directorate general of crops)의 수도작 담당, 농업인프라 및 시설국 농업기계과에
서 담당하고 있음. 한편 지방에서는 주정부의 시군 단위의 농업기계과에서 업무를 담당
하고 있음.

❍ 지방정부/농업부/농정국에서 실질적인 농정을 실시함. 농업기계 관련 연구개발은, 중
앙정부 단위의 ICAERD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산하에 수도작 등의 농업기계를 관
장하는 농업기계연구센터(BBP Mektan)와 수확후처리 과정을 관장하는 수확후처리연
구센터(BB Pascapanen)가 있음. 각 지역에 BPTP·LPTP가 있으며, BBP Mektan, BB
Pascapanen에서 개발된 시작기에 대하여 적응성과 실증시험 및 시작, 개량, 공동개발
또는 보급을 실시하는 체제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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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은 단일 법률이 아닌, 행정부 각 부서의 결정, 지시 등의 형태로 정부정책이 시
행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의 개별 사업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정책
의 실행은 중앙정부(농업부 농업기계, IAARD(ICAERD)/지방 주정부(농업기계과), 지
역별 농업개발 연구센터(BPTP·LPTP)/지역(시군 농업개발 보급소)/영농집단, 개인, 농
기계 제조사 순으로 진행됨.

❍ 인도네시아의 농업기계화 현황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농기계의 80%가 수입되는데,
이는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기계 자체에 대한 관세보다 2.5-5% 더 높기 때문에 수
입 제품은 현지 제품보다 훨씬 저렴함. 현재까지 농업기계의 현지 부품은 약 40% 수준
임. 대부분의 농업기계 부품을 생산하지만 기술수준은 낮음.

마. 시사점
1)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은 농업기계화 정책하위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략과 프로젝트를 추진해 옴. 농
기계수급과 관련하여 공급시스템을 정비하고 저가공급을 지원하였으며, 농기계구입 촉
진을 위해 대규모의 보조금고 함께 융자금을 지원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음. 농기계에 대
한 면세유 정책도 의미가 있으며 여전히 시행되는 프로젝트임.

❍ 한국은 농기계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에 중점을 둠.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대규격화 고가
화 되어가는 농기계에 비해 농가경영규모가 상대적을 작기 때문에 늘 농기계의 공동이
용을 검토해 왔음. 공공조직에 의한 공동이용과 농민 자발적인 조직에 의한 공동이용을
다양하게 지원해 왔으며, 이는 농업기계화 촉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한국식 농기계 공동이용방법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이 18년 동안 시행되고 있음. 특히 밭
작물 기계에 대한 정부 기관 주체의 임대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중요한 것은 한
국 실정에 맞는 공동이용방법으로 이 제도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임.

❍ 또한 한국의 농기계개발과 산업지원정책을 소개할 수 있음. 정부내에 전문적인 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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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조직이 있으며 정부의 연구개발자금지원 조직이 있음. 물론 전국 농업기계관련 학
과도 있음. 이러한 체계적인 연구조직과 관리, 자금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농기계산업의 자주성 확보는 농업의 자주성 확보에 연관되며, 농업의 자주성을 위해 가
급적 자국내 농기계생산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함.

❍ 농기계사후관리를 위한 정책도 필요함.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
는 다양한 고장과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 두어여 함. 한국은 농기계 사
후 봉사업체를 대형과 중형, 소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음. 여기에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음. 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기계보험제도도 필요함. 한국에는 이러한 보험제도가 만들어져
서 활용되고 있음.

2) 개발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시사점
❍ 인도네시아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음.
- 농업기계화를 위한 벼농사의 재배기술 향상과 현장 검증 교육지도 시스템이 확립되
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농가의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 목표와 세부계획이 확립되어야 함. 예
를 들어 농업기계의 제품 가격과 운전조작에 대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내용도 반영되
어야 함. 그리고 지원된 공동사용 농기계에 대해 사용상 형평성의 문제와 농가 수준
에서 관리될 수 있는 수리 및 유지관리도 고려되어야 함.
- 농업기계화에 대한 연구개발의 지속성을 도모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임.
벼농사기계화에 이어 농산물의 수확후 처리운영을 위한 플랫폼과 농산물을 가공한
식품 가치사슬 지식 플랫폼 등과 연계할 수 있는 4차산업과 융복합하여 기술적 지원
이 뒤따라 가야 함.
- 농업기계와 인도네시아 정부 농업기계화 정책의 성공적 목표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기술 선진국과 협력이 필요함. 현지 농업에 적합한 농기계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고, 관련된 기술과 최적의 파트너를 찾기위해 노력이 필요함.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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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A사업과 민간기업(농기계 분야)과의 연계 방안은 다음과 같음. 한국의 농기계 산업
은 최고 선진국인 미국 및 서유럽, 일본에 비해 기술력이 열위이며, 중국·인도의 가격경
쟁력 열위 단점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사업계획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기조에 적
합한 현지 인프라의 개발과 자국산업 육성지원과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공
적 진출의 상생 사례창출 및 기반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민간기업과의 연계방안 사
례를 들면 한국의 현지형 농업기계 관련 국제지원사업 모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에
너지ODA로 실시된 베트남 농기계개량보급지원사업(2015~2019), 우즈베키스탄 농기
계R&D센터지원사업(2016~2019)이 수행되었음.

❍ 현지 농업여건에 적합한 농기계의 개발과 생산기지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한
국과 현지의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현지형 농기계의 공동개발 및 현지 조립생산(CKD,
SKD 등)이 가능하게 됨. 또한 한국 농기계의 새로운 해외 거점을 구축하였고, 신규 후
속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양국간 산업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있음.

❍ 한국 정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벼농사기계화 시범단지
(2012~2014년)가 조성되었으나, 일회성으로 사업이 개발되고 종료되면서 연속적으로
한국과 새로운 농산업 후속사업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음.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고
려해야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에 대해 보다 상세히 현지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기술수준을 파
악하여야 함. 예를 들면 지난 20여년동안 많은 농기계가 지원되었지만 일부 소형농가는
경작할 때 아직도 소와 물소를 이용하는 농가가 있으며, 일반 농업인의 경작면적은 대체
로 0.5ha 미만임.

❍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 보다 상세한 현장조사가 필요함.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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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가는 2WD 보행형 핸드트랙터를 사용하고, 대형 농장들은 4WD 트랙터를 사용함.
소형 농가는 농번기에 노동력을 임시로 고용해서 작업을 진행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기
계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또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기계 및 호응도가 높은 농기
계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함. 10여년 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이 아주 호황이었으나 최근 5년전부터
정부가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농기계를 직접 구매하는 수요자가 늘
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정부의 농기계 보급정책은 향후 더 가속화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근 농기계 지원정책에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함. 2024년까지
식량자급을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2019년부터 ‘ALSINTAN’사업을 통해 무료로 농기계
를 지원중임. 이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농기계는 2WD 트랙터, 4WD 트랙터, 워터펌
프(양수기), 경운기, 이앙기 등임.

❍ 현지 농기계 조달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현지 정부는 농기계조달시 인도네시아에서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브
랜드의 제품을 우선함. 또한 국가표준(SNI)에 부합되는 제품을 선택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로 농기계를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
는 가장 쉬운 전략은 현지 기업과 파트너쉽을 통해 협력하는 것임. 이를 위해 종래의 농
업 기계 관련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관계는 물적공여는 반드시 필요함.

❍ 그리고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인도네시아 진출전략에 대해 고려하여야
함. 예를 들어 일본은 동남아권에서 현지 기업과 교육기관에서 농업기계의 개발 및 지원
과 더불어 다수의 연수원·유학생·연구생 등을 일본으로 받아들여 인재를 육성하였음.
한국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의 장기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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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지원기관, 그리고 현지 기업간 교류를 통하여 장기적 발전모델을 수립하고 관
련 한국의 전문가와 현지 인력을 관리 및 양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농업기계화에 관한 사업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문제는 최첨단기술이
아니라도 현지에서 사용하기 쉬운 것, 그리고 지역의 제조환경 및 여건에 대처할 수 있
는 것을 이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협력사업을 고려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한국의 중고
농기계를 분해하여 현지에서 재조립 생산한다거나 현지의 부품을 최대한 활용한 농기
계를 조립하는 방안을 둘 수 있음. 이를 통해 현지 도소매금융 지원시스템을 수립하여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시스템 수립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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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연수
3.1. 개요
□ 추진 배경

❍ 우리나라 농업·농촌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 공무원의 정책 수립 및 추진 역량
제고
❍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른 연수사업 추진
❍ 연수사업을 통해 연구원의 정책교육 역량 및 연수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KREI
Academy’ 설립 추진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 구축

□ 기간 및 인원

❍ 연수 기간: 약 1개월 (2020.11.16.~2020.12.11.)
❍ 연수 인원: 2020년 KAPEX 3개 대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공무원 및 연구원 30명

<표 3-1> 2020 KAPEX 온라인연수 참가자 명단
성명

국적

소속

직책

Janine Nicole R. Maramag

필리핀

필리핀 축산국(BAI)

수의사 II

Nenita Roxas Estante

필리핀

필리핀 축산국(BAI)

과학연구전문가 관리자

Christian Renz M. Jacob

필리핀

필리핀 축산국(BAI)

전문연구원

Beata Humilda O. Obsioma

필리핀

필리핀 국가육류검역서비스(NMIS)

부관리자

Armie Mariel Sebello

필리핀

필리핀 국가육류검역서비스(NMIS)

선임 육류관리관

Theresa P. Wenceslao

필리핀

필리핀 국가육류검역서비스(NMIS)

육류관리관

Ma. Elaine Joy C. Villareal

필리핀

필리핀 국가육류검역서비스(NMIS)

육류관리관 관리자

Farlash D. Pancho

필리핀

필리핀 농수산물기준국(BAFS)

표준개발과장

Gari Pellinor U. Hernandez

필리핀

필리핀 농수산물기준국(BAFS)

선임연구원

Jonathan Vergara Sabiniano

필리핀

필리핀 축산 차관실

기획관 V

Athoillah Azadi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농업부 농업연구개발청

연구원

Dede Sulaeman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농업부 기반시설국

선임연구원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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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적

소속

직책

Eka Susanti Ngatino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농업부 기반시설국

과장

Ivan Siburian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농업부 기반시설국

연구원

Kiki Pranowo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농업부 기반시설국

협력관

Taufik Fathurrahman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농업부 기반시설국

주무관

Rofiki

인도네시아

와이카난군 농업사무소

비서

Nanda Fitrianto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농업부 기반시설국

관리자
(비료 및 제초제)

Ahmad Syariful Jamil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영농교육인적자원개발센터

영농교육관

Farissa Romadhiyati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영농교육인적자원개발센터

영농교육관

Adi Destriadi Sutisna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영농교육인적자원개발센터

영농교육관

Yanti Sriyani

인도네시아

와이카난군 농업사무소

관리자
(비료 및 제초제)

VU Than Hue

베트남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IAPP)

연구원

Nguyen Long Hai

베트남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IAPP)

연구원

Diep Ngoc

베트남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IAPP)

연구원

Nguyen Anh Hai

베트남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IAPP)

연구원

Nguyen Thinh Thi Kim

베트남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IAPP)

선임연구원

Nguyen Thanh Ha

베트남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IAPP)

연구원

Phan Ngoc Minh

베트남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IAPP)

연구원

□ 연수 구성

❍ 목표: 한국형 ODA 모델 분야 및 ODA 사업 수립에 따른 전문적 강의와 국별 KAPEX
주제 관련 다양한 현장 강의를 통한 연수생들의 정책 수립 및 추진 역량 강화

<표 3-2> 2020 KAPEX 온라인연수 프로그램 구성안
구성요소

내용

오리엔테이션

KAPEX 사업 소개, 연수 프로그램 소개 및 포털사이트 이용 안내

정책강의

원·내외 전문가 초빙, 한국형 ODA 모델 및 스마트 농업

현장강의

국별 KAPEX 연구 주제와 관련된 현장 강의

개별연구

정책강의 중 1개 주제를 선정하여 소속 기관별 추진사업 Action Plan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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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2020 KAPEX 온라인연수 강의 프로그램 구성안
구분

정책강
의

강의명
1강. Action Plan 수립

이상훈 (前 농정원)

2강. 한국의 농촌개발경험

박시현 (KREI)

3강. 한국의 농업협동조합

박성재 (GSnJ)

4강. 한국의 스마트농업 정책

김연중 (KREI)

5강. 한국 동물 검역 정책

김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6강. 한국의 농업기계화 정책

강창용 (KREI 시니어이코노미스트)

7강. 한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최지현 (KREI 시니어이코노미스트)

8강. 한국의 농업생산기반 발전 경험

이남호 (한경대학교)

9강. 한국의 농업용수개발 정책

배승종 (서울대학교)

10강. Project Concept Paper 작성법 1
11강. Project Concept Paper 작성법 2

현장
강의

강사 및 방문 기관

곽재성 (경희대학교)

1강. 한국 스마트농업 적용사례

농촌진흥청

2강. 한국의 축산물 등급판정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포크빌축산물공판장

3강. 한국의 농기계임대사업
: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소개

영광군농업기술센터

4강. 한국의 도매시장의 역할과 성과

가락시장

3.2. 연수 절차
□ 연수생 선발

❍ 온라인연수생 자격요건
- 농업·농촌 분야 담당 공무원 또는 농업 분야 공공부문 종사자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자
- 농업·농촌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자

□ 연수생 지원

❍ 연수 학습 관리 및 진행에 필요한 포괄적 지원
- 학습자료, 온라인학습 환경 등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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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2020 KAPEX 온라인연수생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분야

교육
지원

분류

세부 내용

사전정보

 연수 전 주제, 강의자, 일시 등 세부 연수계획서 제공

강의자료

 연수 전 강의계획서 및 강사 약력 공유

영어 자막

 정책 및 현장 강의 시 전문 내용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한 영문 자막 제공

질의응답

 포털 사이트 내 강의 질의응답 운영

학습지원비

 온라인학습을 위한 학습 지원비 제공
 학습지원비 기준: 10달러(1개 강의) × 15강의 = 150달러

인센티브

 우수 연수생 및 우수 액션플랜 작성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 연수 전체일정
<표 3-5> 2020 KAPEX 온라인연수 전체일정
날짜

강좌 및 현장학습 일정

11.16.(월)

[개회식]
·오리엔테이션

[정책강의 1]
·Action Plan 수립 (이상훈 이사)

11.17.(화)

[정책강의 2]
·한국의 농촌개발경험 (박시현 박사)

[정책강의 3]
·한국의 농업협동조합 (박성재 박사)

11.18.(수)

[정책강의 4]
·한국의 스마트농업 정책 (김연중 박사)

[정책강의 6]
·한국의 농업기계화 정책 (강창용 박사)

11.19.(목)

[정책강의 7]
·한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최지현 박사)

[정책강의 8]
·한국의 농업생산기반 발전경험 (이남호 교수)

11.20.(금)

[정책강의 9]
·한국의 농업용수개발 정책 (배승종 교수)

[정책강의 10]
·Project Concept Paper 작성법 1 (곽재성 교수)

11.23.(월)

[정책강의 11]
·Project Concept Paper 작성법 2 (곽재성 교수)

[정책강의 5]
·한국 동물 검역 정책 (김희진 연구관)

11.24.(화)

[현장강의 1]
·한국 스마트농업 적용사례 (농촌진흥청)

[현장강의 2]
·한국의 축산물 등급판정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포크빌축산물공판장)

11.25.(수)

[현장강의 3]
·한국의 농기계임대사업: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소개 (영광군농업기술센터)

[현장강의 4]
·한국의 도매시장의 역할과 성과 (가락시장)

11.30.(월)

Action Plan 제출

온라인연수 만족도조사 작성

12.7.(월)

우수연수생 소감영상 제출

우수 액션플랜 발표영상 제출

12.11.(금)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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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 행사

1) 오리엔테이션
❍ 행사 일시: 2020.11.16.(월)
❍ 행사 내용
<표 3-6> 2020 KAPEX 온라인연수 오리엔테이션
세부 내용
ㅇ 환영사

비 고
원장

ㅇ 연구원 소개

홍보영상

ㅇ KAPEX 사업 소개

소개자료

ㅇ 온라인연수 소개 및 포털 이용 안내

소개자료

<그림 3-1> 2020 KAPEX 온라인연수 오리엔테이션

2) 수료식
❍ 행사 일시: 2020.12.11.(금)
❍ 행사 내용
<표 3-7> 2020 KAPEX 온라인연수 수료식
세부 내용
ㅇ 환송사

비 고
원장

ㅇ 연수 성과 공유

소개자료

ㅇ 우수 연수생 소감 발표

발표 영상

ㅇ 우수 액션플랜 발표

발표 영상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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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20 KAPEX 온라인연수 수료식

3.3. 연수 내용
3.3.1. 정책 및 현장 강의
□ 강의 구성

❍ “한국 농업·농촌정책 성과사례를 통한 개도국 농정수립 역량 강화”라는 대주제로 11개
의 정책강의 및 4개의 현장 강의 총 15개 강의로 구성

❍ 교육 과정 체계화를 통해 <표 3-8>과 같이 한국형 ODA 모델 7개 분야 및 특별주제(스
마트 농업)를 포함하여 한국 농·축산업 정책 현황에 관한 내용 등을 전수
- 2020 KAPEX 국별주제에 해당하는 유관 기관을 방문하여 촬영한 현장 강의를 통하
여 한국 농업정책의 실제 적용사례 등의 경험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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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2020 KAPEX 온라인연수 프로그램 개요
중기연수 프로그램

분야

정책강의

현장학습

Action Plan

 Action Plan 수립
(이상훈)

농촌종합
개발

 한국의 농촌개발경험
(박시현)

농업
협동조합

 한국의 농업협동조합
(박성재)

스마트농업

 한국의 스마트 농업 정책
(김연중)

 한국의 스마트 농업 적용사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검역

 한국 동식물 검역 정책
(김희진)

 한국의 축산물 등급판정 (축산물품질평가
원 및 포크빌축산물공판장)

영농기계화

 한국의 농업기계화 정책
(강창용)

 한국의 농기계임대사업: 영광군 농업기술
센터 소개 (영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
체계 구축

 한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최지현)

 한국의 도매시장의 역할과 성과
(가락시장)

농업생산기반
구축

 한국의 농업생산기반 발전 경험
(이남호)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한국의 농업용수개발 정책
(배승종)

ODA 사업
제안서

 Project Concept Paper 작성법 1
 Project Concept Paper 작성법 2
(곽재성)

□ 정책강의

❍ 각 분야별 정책의 원·내외 전문가를 섭외하여 한국형 ODA 모델 분야 및 ODA 사업 수
립과 관련된 정책강의를 총 11강 실시
<표 3-9> 온라인연수 정책강의 내용
강의 일정

11월 16일

강 의 명

내용

강사진

제1강. Action Plan 수립

Action Plan의 개념 및 구성 요소별 작성법 학습하고 실제 작성사
례를 살펴본다. 강의를 통해 연수생이 개별 Action Plan 주제를 선
정하고 작성하도록 한다.

이상훈

제2강. 한국의 농촌개발경험

한국의 경제성장과 농촌개발 사례를 한국의 경험을 통해 살펴본다.
강의를 통해 한국의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적, 전략적 접근법에 대해
학습하며,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정책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저
개발국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박시현

제3강. 한국의 농업협동조합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조직 구
조에 대해 파악한다.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을 설명하고 농

박성재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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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일정

강 의 명

내용

강사진

협이 한국 농업 발전에 기여한 내용을 평가한다. 이후 한국의 농업협
동조합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한다.
11월 18일

제4강. 한국의 스마트 농업
정책

이 강의는 현시대 농업이 마주한 문제인 낮은 농가 소득, 낮은 곡물
자급률, 농촌 인구 감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등을 공부하고,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 적용 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김연중

11월 19일

제5강. 한국 동식물 검역
정책

한국의 동물 검역의 전반적인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육류 검역 및
위생 관련 정책, 절차 및 관리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동물 검역과 관
련한 각 정부 부처의 조직 및 기관별 역할과 국제사회의 검역기준 및
축산질병관리 문제를 살펴본다.

김희진

11월 20일

제6강. 한국의 농업기계화
정책

한국의 농업 기계화 정책 및 현황을 살펴보고, 농기계임대사업에 대
해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정부의 지원 제도
와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한국의 농기계 산업 현황
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강창용

11월 23일

제7강. 한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한국의 과일 및 채소 마케팅 정책을 소개하고 유통체계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 농업의 전반적인 현황 및 마케팅 소개, 농업 마케팅
시스템 및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발전 경험을 개
발도상국에 전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한다.

최지현

제8강. 한국의 농업생산기반
발전경험

농업 인프라 개발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관련 프로젝트, 기술 등에
대한 소개를 한다. 주로 농업용수와 농지개발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 연구 등을 공유하고 한국의 농업용수 및 농
지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을 한다.

이남호

제9강. 한국의 농업용수개발
정책

한국의 농업 용수 개발 역사와 현재의 농업 용수 이용 체계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농업 용수 이용 전략에 대한 지식
을 습득한다.

배승종

제10강. Project Concept
Paper 작성법 1-2

한국의 개발협력사업 체계 및 추진 절차에 대해 학습하고, ODA 사
업 발굴을 위한 사업 제안서(Project Concept Paper) 작성법을 습
득한다.

곽재성

11월 24일

11월 25일

□ 현장강의

❍ 2020 KAPEX 국별 주제인 1) 축산물 등급판정, 2) 농기계화, 3) 채소 가치사슬과 관련
된 현장 방문지를 방문하여 촬영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실
제 한국의 농업 현장을 살펴봄.
<표 3-10> 온라인연수 현장강의 내용
강의 일정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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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명
제1강. 한국의 스마트 농업
적용사례

내용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개발 현황 및 보급 현황에 대해 살
펴보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팜 시설을 방문하
여 농업 생산성 효율성과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본다.

방문 기관

농촌진흥청

강의 일정

11월
25일

강 의 명

내용

방문 기관

제2강. 한국의 축산물등급
판정

한국의 축산 등급제도에 현황과 등급판정 절차에 대해 학
습한다. 전문가 인터뷰 및 도축장 도축 시설 방문을 통하
여, 실제 한국의 축산 등급판정 과정 및 사례를 살펴본다.

축산물품질
평가원 및 포크빌
축산물공판장

제6강. 한국의 농기계
임대사업: 영광군농업
기술센터 소개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기관인 영광군 농기계임대사
업소를 방문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진 체계, 운영 구
조, 중점 및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토대
로 개발도상국 내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및 기술적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영광군농업
기술센터

제7강. 한국의 도매시장의
역할과 성과

농산물 유통체계와 거래량, 거래 품목, 경매 방법 등을 살
펴보고 농산물 유통 과정과 수집, 도매, 거래 등의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을 소개한다.

가락시장

3.4. 개별 연구결과
3.4.1. 베트남
□ 연구명: 베트남 타이응우옌(Thai Nguyen)성 유기농업체계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 농업

및 소비 인식 제고

□ 연구자

- 이름: 응우옌티김틴(Nguyen Thi Kim Thinh), 선임연구원
- 소속: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 NIAPP)

□ 연구 관련 정책강의 주제

❍ 정책강의 1강. 한국의 농업개발정책

□ 연구 관련 업무

❍ 농업 및 농촌개발 관련 국내외 프로젝트, ODA 사업, 사회경제적개발마스터 플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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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이용, 신규 농촌개발계획, 농업 기반시설 및 첨단 농업 생산 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모니터링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베트남의 유기농업 면적은 2016년 약 53,350ha에서 2019년에는 약 237,693ha로 증가

❍ 베트남 전역에 총 46개 지역, 63개 도시에서 유기농산물생산운동을 실시 중

❍ 유기농산물 생산 농민은 총 17,168명으로 주요 유기농산물은 쌀, 코코넛, 커피, 코코
아, 우유, 차, 채소, 과일, 계피, 아니스, 정유(essential oil)

❍ 유기농산물 생산 기업 수는 97개, 수출 기업 60개이며 연간 매출액은 약 3억 3,500만
달러

❍ 생산된 유기농산물은 주로 국내에서 소비되며, 미국, 유럽연합 국가,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러시아, 싱가포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80개국
에 수출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농 농산물 소비시장임.

❍ 그러나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지 않으며, 수년간 식품안전 위반 사례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급감하여 유기농산물 소비시장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타이응우옌(Thai Nguyen)은 하노이에서 75km 떨어진 북동부 지역에 위치함. 2019
년 4월 1일 현재 인구는 1,286,751명으로 베트남에서 27번째로 인구가 많음.
- 이 지역은 64,000ha의 연간 작물(이 중 쌀은 47,000ha 이상)과 44,000ha 이상의
다년생 나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숲과 차(茶)나무로 이루어짐.

❍ 이 지역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유기농산물 생산을 점차적으로 도입하는데 주력해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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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서 소비까지 가치사슬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유기농업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선정된 지역으로 ‘비전 2035’에도
명시되어 있음. 또한 이 지역의 협동조합과 가정에서 유기농업 모델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유기농산물 생산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훈련은 관심과 투자를 받지 못하
고 있으며, 유기농업의 정의, 유기농산물 생산 표준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이에 따라
지역의 식량안보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및 협동조합 모델 개발을 위해 유기농산물 생산 관
련 훈련 및 역량강화가 요구됨.

□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 채소 가치사슬에 대한 제도 및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규정은 다양한 법률 문서에 규정되
어 있음.
- 유기농업을

포함한

농림어업에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의 적용을 지원하는 정책 01/2012/1QDTTg
- 2016년 8월 16일 국무총리가 농촌에 관한 국가목표프로그램 승인 1600/QD-TTG
- 개발장려정책을 포함한 재분배 관리에 관한 법령 108/ND-CP 2017
- 2020년 말까지 농업 및 농촌 개발 부문의 녹색성장행동계획을 승인 92/
QD-BNN-KH
- 유기농업에 관한 법령 109/2018/ND-CP
- 유기농업개발 프로젝트 국무총리 결정 885/QD-TTg 2020-2030

□ AS IS - TO BE 분석

❍ AS-IS
- 정책과 실행 간의 차이
- 생산지원, 홍보 및 인식 활동 부족
- 단편적이고 부적절한 연구개발, 농촌지도 및 역량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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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정부의 유기농업 기술 역량 부족
- 기능적 시장 정보 시스템 부족 (예 : 가격, 수요)

❍ TO BE
- 유기농업에 대한 완전한 정책 마련
- 생산, 홍보 및 인식 개선 활동 확대
- 연구 개발, 농촌지도 및 역량강화 활동 계획 수립
- 지방정부 차원의 유기농업 기술 교육 실시
- 기능적 시장정보시스템 구축 (예: 가격, 수요)

□ Action Plan 전략

❍ 목표: 유기농업체계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및 소비에 대한 인식 제고
- 2023년 말까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보,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IEC) 자료 배포 30%
달성
- 2023년 말까지 유기농업 관련 교육 이수 농민 수 20% 확대
- 2023년 말까지 유기농업 이해관계자를 위한 30개의 교육 행사 실시
- 2023년까지 기존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 4곳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연구 및 학습 센터
시범모델 운영

□ Action Plan 개요

❍ 제목: 베트남 타이응우옌(Thai Nguyen)성 유기농업체계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 농업
및 소비 인식 제고

❍ 기간: 2년(2022년-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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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1: 2023년 말까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보,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IEC) 자료 배포
30% 달성
- IEC 자료(브로셔, 소책자, 전단지 등)의 개발 및 보급
- IEC 자료의 빠르고 효과적인 보급을 위한 쿼드 미디어의 향상
- 적절한 유기농업 기술 및 다양한 연구기관의 토착농업지식시스템(IKS)의 수립 및 보급
- 유기농업 관련 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MIS) 구축

❍ 활동 2: 2023년 말까지 유기농업 관련 교육 이수자(농업이해관계자) 수 10% 확대
- 유기농업 생산기술, 인증 제도, 표준 및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기술 역량 강화
-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
- 적절한 유기농업 기술의 채택 및 모니터링

❍ 활동 3: 2023년 말까지 유기농업 이해관계자를 위한 40개의 교육 행사 실시
- 유기농업 생산기술, 인증 제도, 표준 및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기술 역량 강화
-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 세미나 개최
- 적절한 유기농업 기술의 채택 및 모니터링

❍ 활동 4: 2023년까지 기존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 4곳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연구 및 학습
센터 시범모델 운영
- 유기농업 연구 및 학습 센터로 전환할 대상지 및 농장 선정
- 수혜자와 프로젝트 세부 사항 및 관련 이슈 논의
- 수혜자를 위한 역량강화 활동 실시
- 농기계 및 장비, 농장 내 학습 장소를 위한 시설, 종자, 비료 및 천연 살충제 지원, 추
가 교육 등과 같은 기술 지원 제공
- 유기농업 연구 및 학습 센터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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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평가

❍ 산출물(Output):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농업생산, 비료, 살충제 사용 감소, 공기, 토
양 및 수질 오염 감소
- 유기농업 채택 농민 수 증가
- 유기농산물 소비 증가
- 농민 소득 증가
- 이해관계자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 환경보호 및 회복성

❍ 성과(Outcome): 유기농업 생산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인식 향상, 청정농산물 생산, 토
양 개선, 환경 보호 및 시장에서 유기농산물 경쟁략 향상

□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 NIAPP은 본 프로젝트 운영, 관리, 조정, 지역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
❍ KREI는 예산 지원, 모니터링,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함.

3.4.2. 인도네시아
□ 연구명: 인도네시아 고산지역에서의 통합적 농업 시스템 발전

□ 연구자

- 이름: Eka Susanti
- 소속: 인도네시아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농업기반시설국(Directorate
General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s an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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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관련 정책강의 주제

❍ 정책강의 7강. 한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 연구 관련 업무

❍ 2020년 인도네시아 농업부의 업무계획에 따른 '농업인 복지증진과 함께 식량증대 가속
화를 통한 농업인프라 및 기업육성'과 관련함.
❍ 인도네시아 농업부의 마늘, 양파 및 쇠고기의 자급 달성 목표년은 각 2019년, 2020년,
2026년임. 인도네시아 농업부 전략계획에 따르면 망고스틴, 바나나, 감자, 커피, 염소,
양 등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갖춘 품목의 개발 전략이 명시됨.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도네시아는 4개의 큰 섬과 수천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됨. 전체 토지 면적의 절반 이
상이 늪이 많거나 매우 가파르며, 연간 강수량은 1,500~3,000mm 이상이며 몇 달 이
내에 내리는 경우가 많음. 열대 환경에서 현재의 전통적인 기술은 토양과 물을 부족하기
에 한계가 있음.
❍ 이 연구의 목적은 토지 및 수자원 인프라 개발, 농업 시스템 발전, 제도적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도네시아 상류지역의 농업 생산성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달성하는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인도네시아는 농업용 토지 가용성이 낮음에 따라 특정 농산물의 생산량 확대를 위한 토
지 확대를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함.
❍ 고지대에서의 농업 개발과 관개 시스템의 개선은 식량 자급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임. 고
지대 농업의 주요 문제점은 토양 침식, 농업 용수 부족, 낮은 토양 생상성, 투입재 부족,
금융 서비스의 제한 등임.

□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 고산 지역에서의 통합적 농업 시스템 발전을 위한 구상은 인도네시아 농업부의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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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목표와 관련 계획 달성에 기여할 것임.

□ AS IS - TO BE 분석

❍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사업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생계 지원을 통해 고산지역의
빈곤을 감소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Action Plan 전략

❍ 다음의 3가지를 전략적 목표로 제안함.
1) 토지 및 수자원 인프라 개선을 통한 고지대의 농업 생산성 및 농민 소득 증대
2) 식량 작물, 원예, 가축 특정 지역의 농업 지역을 각 지역의 토지 가용성에 따라 최적
의 사업 규모로 개발
3)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농업 관련 기관, 농민의 역량 강화 지원

□ Action Plan 개요

❍ 동 사업은 농업인 기반 조직 및 경영 역량 강화, 농업, 토양 및 수질 보전, 유전자원의 유
지, 도축장의 폐수관리 개선 등 사업 대상지역의 사회, 경제 및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사업 구성요소: 1) 생산성 향상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 2) 농업 경영 및
생계 개선, 3) 관련 제도 개선, 4) 사업 관리

□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농업 생산, 가공, 마케팅 등 가치사슬 목표치 달성을
위한 민간 부문 개발 가능
- 사업 대상지의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한국과의 개발협력 가능
- 농업 생산 기술 및 관련 장비,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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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필리핀
□ 연구명: 필리핀 국가육류검역서비스(NMIS)의 육류 안전 및 품질 연구 역량 강화

□ 연구자

- 이름: Beata Humilda O. Obsioma, 부관리자
- 소속: 필리핀 국가육류검역서비스
(National Meat Inspection Service, NMIS)

□ 연구 관련 정책강의 주제

❍ 정책강의 5강. 한국 동물 검역 정책

□ 연구 관련 업무

❍ 농업 1차 생산물, 수확 후 단계의 식품 공급망, 지역 생산 및 수입 농산물에 대한 식품 안
전관리

❍ 관련 규정 및 법률 준수 모니터링, 국제 승인 절차에 따른 분석수행을 위한 시범 검사

❍ 축산물 내 오염물질 탐지 및 분석, 육류제품 표준에 대한 연구 및 개발 수행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필리핀 국가육류검역서비스(NMIS)
- 필리핀 국가육류검역위원회(NMIC)는 1972년 설립되어 단순 관능검사, 부검 및 기
생충 검사를 수행하는 수의사 1명과 의료 기술자 1명으로 시작되었음.
- 1986년 ASEAN 사무국은 살균기, 인큐베이터, 건조기, 현미경, 층류, 저울대, 유리,
ph 미터 등 미생물학적 및 화학적 분석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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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필리핀 육류검역법이 제정되면서 NMIC를 NMIS로 개명하고 육류 검역과
위생 부분의 권한을 확대함.
- 현재 중앙육류실험실에서는 분석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가능한 잔류 분석이 많지 않
은 상황임.
- Action Plan을 통해 더 많은 잔류물(약품, 농약, 살균제), 중금속(수은, 납), 항균성
저항성이 검출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 육류실험실의 역량을 개선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AS IS)

❍ 현재 중앙육류실험실과 6개의 지역 실험실이 아래의 기능을 수행 중임.
- 중앙육류실험실에서는 대장균, 효모 및 곰팡이 검출을 위한 미생물학 부문과 개, 고
양이, 염소, 닭 등에 대한 육종 식별 테스트를 위한 생명 공학 부문, 베타-락탐, 아미
노글리코사이드, 마크로라이드 등의 검사를 위한 수의약품 잔류 부문, 수분 및 pH 결
정을 위한 육체적 및 기생충 부문을 수행함.
- 지역육류실험실에서는 대장균, 효모 및 곰팡이 검출을 위한 미생물학 부문과 베타락탐,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마크로라이드 등의 검사를 위한 수의약품 잔류 부문, 수
분 및 pH 결정을 위한 육체적 및 기생충 부문을 수행함.

❍ 당면 문제점
- 농약, 살균제, 기타 항균제의 잔류물과 같은 기타 유해 물질 분석 능력의 부족
- 실험 결과 및 기타 실험정보에 대한 전자기록 시스템 부재하며 도축물에서 발견된 질
병 및 위험의 원인 추적이 불가함.
- 법률 규정에 따른 실험 데이터 분석 제공과 연구 수행이 미비하며, 새로운 실험기술
에 대한 꾸준한 훈련 및 교육이 부재함.
- 과거 지진 및 태풍으로부터 많은 지역 실험실이 손상을 입었으며, 직원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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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 국내 식품 안전 규제 시스템 강화, 소비자 건강 보호 및 지역 상품의 시장 접근성 활성화
를 위한 식품안전법과 국가 수의약품 잔류물 관리프로그램 및 기관 간 위원회를 운영하
고, 관련 지침을 시행함.

❍ 필리핀 돼지도체 등급기준 수립을 위한 2020년 KAPEX 사업 공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돼지, 육계 및 소의 항균제 내성 박테리아에 대한 시범 연구를 완료함.

□ 제안 목표(TO BE)

- 분석에 적합한 실험 장비를 조달하고 잔류 살충제 및 기타 유해 오염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NMIS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ICT 장비 설치 및 블록체
인 기술 확보
- 역학 조사를 수행하거나 농장, 시장 또는 동물 질병의 원인이 되는 출처를 추적하기
위한 역량 개발
- 돼지도체 등급기준의 시범 운영을 위한 통계적 분석 및 관련 장비 조달
- 분석 및 연구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실험기술 및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개발
- 실험실 건물 복원 및 건설

□ Action Plan 전략

❍ 농약 잔류물, 살균제, 기타 항균제와 같은 육류 유해 오염물질을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장비, ICT 장비, 블록체인 기술, 통계분석, 육류 등급판정 기계, 실험실 비품 확보

❍ 분석 장비 및 비품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고, 육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축산이
력제, 통계분석 시스템 및 필리핀 내 “AAA” 등급 도축장의 돼지도체 등급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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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된 필리핀 돼지도체 등급기준의 시범 운영

❍ 실험실 교육 모듈 개발 및 시범교육 실시(루손, 비사야, 민다나오 지역)

❍ 실험실 건물 건축 및 재건

□ Action Plan 개요

❍ 기관 및 기간
- 수행 기관: 필리핀 국가육류검역서비스(NMIS)
- 기간: 2022년 ~ 2023년 (2년)

❍ 사업 구성요소
- NMIS의 유해 물질 분석을 위한 장비, ICT 장비, 블록체인 기술, 통계분석 시스템, 육
류 등급 판정 기계, 실험실 비품 구매
- 관련 기계 설치 및 시범 운영을 통하여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관리, 축산이력제,
통계적 분석 시스템, 필리핀 내 “AAA” 등급 도축장의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 수립
- 실험실 교육 모듈 개발 및 시범교육 시행(루손, 비사야, 민다나오 지역)
- 일부 지역의 실험실 건물 건축 및 재건
- 돼지도체 등급판정 및 이력시스템에 대한 가이드 라인, 실험실 교육 모듈, 보고서에
대한 자문 실시

❍ 기대 성과
- 관련 소송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송비용 감소, 축산물 가치에 기반한 평가, 통계적 분
석, 육류등급판정 시스템 등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발생
- 지방 정부 및 민간 부문(AAA 등급의 도축장, 가금류 공장, 육류절단 공장 및 냉장 보
관 시설)에 지식 및 기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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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권, 생명권, 소비자에 대한 사기 보호를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 이행과 공공안
전 및 건강 훼손에 대한 집단 소송으로부터의 NMIS 보호, 질병의 광범위한 전파 방
지 및 축산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방지

□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 다양한 마이크로 분석, 화학 분석, 병리학 분석을 위한 장비 구매와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의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제공

3.5. 결과 및 시사점
3.5.1. 온라인연수 강의
□ 2020년 온라인연수에서는 한 달간 15개의 강의가 진행됨.

❍ 정책강의 11강과 현장강의 4강으로 총 15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한국형 ODA 모델
분야 관련 정책강의 7강과 특별주제(스마트 농업) 관련 정책강의 1강, Action Plan 작
성 및 ODA 사업 수립 관련 정책강의 3강 진행됨.
❍ 현장강의는 2020 KAPEX 국별 주제 관련 3개 강의와 특별주제(스마트 농업) 관련 현장
강의 1강 진행됨.
❍ 농경연의 시니어이코노미스트 2명, 연구원 내 박사 2명이 KAPEX 온라인연수 프로그
램에 참여하여 강의를 진행함.
- 시니어이코노미스트들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나라 농업·농촌 정책의 시대적 발전 변
화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에서 제공 가능하였음.

□ 30명의 참가자 중 총 25명의 연수생이 전체강의 80% 이상 수료, 액션플랜 보고서 제출, 만족도
조사 작성하여 공식 수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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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포털 플랫폼을 통한 연수생들과 강사들 간 질의응답 진행

❍ 연수생들은 온라인 포털 플랫폼을 통하여 강의에 대한 질의 사항을 게재하였으며, 질의
에 대한 총 11개의 답변을 제공함.

□ 중기연수 최종결과보고서 발간 및 공유

❍ 중기연수에서 도출된 최종결과는 공동연구단과 공유하여 공동연구 최종보고서에 반영
될 예정임.
❍ 중기연수 최종결과보고서는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의 뉴스레터를 통해 공유될 예정임.
- 최종결과 보고는 2020년 4분기 뉴스레터를 통해 공유할 예정

3.5.2. 개별 연구
□ 개별 연구로는 한국형 ODA 모델 주제별 정책강의 7개 주제를 기본으로 하여 자국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의 사례를 자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바탕으로 Action Plan을
작성하였음.

❍ 우수 Action Plan으로 선정된 주제는 국가별로 베트남은 타이응우옌(Thai Nguyen)
성 유기농업체계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 농업 및 소비 인식 제고,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
아 고산지역에서의 통합적 농업 시스템 발전, 필리핀은 국가육류검역서비스(NMIS)의
육류 안전 및 품질 연구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개별 연구 진행
❍ 우수 Action Plan은 발표 영상으로 제작하여 수료식에서 공유하였으며, 국별 우수
Action Plan 보고서는 뉴스레터를 통해 공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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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평가
1) 연수평가 결과
□ 연수 전체 평가 결과

1. 소속기관
구분

응답자 수

중앙공무원

19명

지방공무원

3명

공공기관

4명

기타

0명

구분

응답자 수

차관급

0명

국장급

1명

2. 직위

중간관리자급

9명

실무자급

14명

기타

2명

평균 경력

13년

3. 경력

4-1. 지원방법
구분

응답자 수

기관 추천

21명

경쟁

2명

기타

3명

구분

응답자 수

4-2. 지원이유
개인적 지식 및 역량강화

9명

소속기관의 비전 달성

9명

한국에 대한 관심

2명

기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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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족도
평균
(5점 만점)

구분
온라인연수 프로그램 (Course of the Program)

4.55

학습 환경 (Working Environment)

4.48

강의 내용 (Contents of the Course)

4.54

연수 성과물 (Performance Results)

4.54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4.49
평균

4.52

6. 세부 문항
1) 온라인연수 프로그램 (Course of the Program)
순번

문 항

평균
(5점 만점)

1

연수 사전정보 책자는 연수를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4.73

2

연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4.57

3

연수 기간이 적절하였다.

4.42

4

연수를 통해 전문적인 업무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4.65

5

연수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38

평균

4.55

2) 학습 환경 (Working Environment)
순번

문 항

평균
(5점 만점)

6

강의포털 시스템은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4.5

7

강의 음질 및 화질이 만족스러웠다.

4.57

8

강의자료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원활하였다.

4.53

9

강의 자막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57

10

KREI 연수 담당자는 협조적이었다.

4.61

11

강의포털을 통한 연수생과 강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였다.

4.15

12

연수 학습환경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46

평균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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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내용 (Contents of the Course)
순번
13

문 항
강의 주제구성은 적절하였다.

평균
(5점 만점)
4.65

14

연수 주제는 해당 국가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 수요를 반영하였다.

4.42

15

연수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4.53

16

강사는 강의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4.57

17

정책강의는 나의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63

18

현장강의는 나의 지식수준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5

19

다양한 멀티미디어(영상 이미지 및 효과)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4.65

20

영어 자막이 학습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4.53

21

강사 및 KREI 담당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4.23

22

강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69

평균

4.54/5.0

4) 연수 성과물 (Performance Results)
순번

문 항

평균
(5점 만점)

23

본 연수는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

4.57

24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은 나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4.42

25

연수를 통해 나의 태도(자신감 및 긍정적 마인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53

26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4.57

27

연수 성과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평균

4.65
4.54/5.0

5)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순번
28

문 항

평균
(5점 만점)

연수생 해당국가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4.61

29

연수생들 간의 교류를 위한 동창회 정보가 제공되었다.

4.26

30

동료에게 연수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다.

4.5

31

연수는 개인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4.57

32

연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평균

4.53
4.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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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강의 및 현장강의에 대한 피드백

❍ 한국형 ODA 모델을 다룬 정책강의를 수강하면서 한국의 농촌 지역의 개발과 지역 공동
체의 참여 증진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현장강의를 통해 실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하고
시행해야 할지 배울 수 있었음.

❍ 정책강의 3강(농업 협동조합)과 현장강의 4강(도매시장)을 수강하면서 오래 전부터 한
국에서 시행한 협동조합 발전 경험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인도네시아 농
민이 교섭 및 거래의 위치에 있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정책강의 4강(스마트 농업) 및 정책강의 6강(농업기계화 정책)을 통해 기계가 인간의 노
동력을 대체하고 있으며, 식물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음.

❍ 농업 분야에서 기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스마트 농업
강의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음.

❍ 정책강의 5강(동식물 검역 정책) 및 현장강의 2강(축산물 등급판정)이 육류검역 및 규정
관련 업무과 연관이 높은 부분이어서 실제 적용 가능한 부분이 많았음. 한국에서는 수입
육류에 대해 더욱 철저히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인력과 로지스틱이 투입된다면
필리핀에서도 적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장강의 2강(축산물 등급판정)을 통해 한국의 축산물품질평가원(KAPE)의 연수에 참
여했던 경험이 떠올랐으며, 한국은 육류의 높은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격 및 품질
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매우 실용적인 시
스템임을 배울 수 있었음.

❍ 정책강의 6강(농업기계화 정책)과 현장강의 3강(농기계대여사업)의 창고 관리, 농기계
및 기계 작업장과 관련된 부문이 매우 흥미로웠으며, 인도네시아의 농업 기계화를 위해
실제 구현 가능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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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강의 7강(농산물 유통체계 구축)는 베트남의 유통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의 새
로운 관점을 제공하였으며, 추후 식량 작물, 원예, 축산 부문의 농산품 마케팅과 관련하
여 교육을 받고 싶음.

❍ 정책강의 8강(농업생산기반 발전경험)는 한국의 농산물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기반 발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필리핀의 부
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업무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었음.

❍ 현장강의를 통해서 농업 생산시스템과 관련된 실제 공정 및 관리 모습을 단계별로 자세
히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제공된 강의자료가 이해하기 쉬웠으며 강사들의 전문성이 높
고 효과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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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강의는 강의계획서대로 진행되었다.

강연자는 지식이 풍부했다.

교재는 유용하였다.

강의 시간구성은 적절하였다.

전반적으로 강의에 만족한다.

평균 (4.6/5.0)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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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CP 작성법1-2

10) 한국의 농업용수개발 정책

9) 한국의 농업생산기반 발전 경험

8) 한국의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7) 한국의 농업기계화 정책

6) 한국 동물 검역 정책

5) 한국의 스마트농업 정책

4) 한국의 농업협동조합

3) 한국의 농촌개발경험

2) Action Plan 수립

4.43

강의의 구성은 나의 직업 수행에 잘 적용될 것이다.

3

4.5

4.4

4.53

4.6

4.43

4.4

강의의 구성은 현재 본국의 처지와 연관성이 있었다.

2

4.6

12)

강의는 연수 목표와 연관성이 있었다.

문 항

1

□ 강의 평가 결과

4.36

4.37

4.41

4.41

4.58

4.55

3.89

4.31

4.41

2)3)

4.41

4.4

4.33

4.43

4.56

4.53

4.1

4.43

4.5

3)4)

4.6

4.72

4.68

4.58

4.68

4.62

4.41

4.48

4.65

4)5)

4.69

4.74

4.79

4.62

4.75

4.65

4.55

4.68

4.79

5)6)

4.61

4.58

4.58

4.62

4.68

4.62

4.48

4.75

4.62

6)7)

4.62

4.62

4.65

4.72

4.72

4.65

4.31

4.68

4.62

7)8)

4.62

4.68

4.68

4.58

4.72

4.62

4.31

4.75

4.68

8)9)

4.87

4.89

4.89

4.86

4.86

4.89

4.82

4.89

4.89

9)10)

4.79

4.75

4.79

4.79

4.84

4.79

4.72

4.84

4.82

10)11)

4.63

현장강의를 통해 주제 관련 적용사례를 배울 수 있었다.

현장강의 구성은 적절하였다.

전반적으로 강의에 만족한다.

평균 (4.65/5.0)

4

5

6

15) 한국의 도매시장의 역할과 성과

14) 한국의 농기계대여사업

13) 한국의 축산물 등급판정

12) 한국 스마트농업 적용사례

4.62

현장강의는 나의 업무에 적용 가능한 주제였다.

3

4.72

4.65

4.41

4.65

현장강의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해당국의 사회, 경제, 기술적 수요에 부합하였다.

2

4.75

112)

현장강의는 연수 목표와 연관성이 있었다.

문 항

1

순번

□ 현장강의 평가 결과

4.71

4.82

4.75

4.72

4.62

4.62

4.75

213)

4.66

4.68

4.72

4.65

4.51

4.72

4.72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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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4.62

4.68

4.62

4.48

4.62

4.72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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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보완 필요사항 및 기타의견

❍ 온라인연수를 다른 동료들에게 추천하고 싶으며, 연수를 통해 배운 점을 동료들에게 공
유하여 지난 70년 간 한국 농업의 발전 경험을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점을 고민하고
자 함.

❍ 온라인연수를 통해 한국 전반의 농업 분야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가치 사슬이나 식품에
대한 강의를 추가하고, 강의를 통해 관련 사례를 더 학습할 수 있도록 강의 구성

❍ 온라인연수를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른 주제의 정책 및 현장강의를 제공하고, 정
책 및 프로그램이 실제 농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지 보여주기 위하여 현장강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역사회에 더 큰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고위급 공무
원과 연구자에 대한 연수생 선발 비율 증대

❍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및 그룹별 활동을 통하여 연수생 간 및 연수생-강사 간 상호작용하
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zoom이나 기타 플랫폼을 사용한 실시간 오리
엔테이션 및 수료식 행사 진행

❍ 온라인연수 시행 기간을 연말이 아닌 연중 더 빠른 시기에 진행하고, 회사 업무와 연수
의 병행을 위해 Action Plan 작성 기간을 충분히 제공

❍ 강의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영어 자막의 품질을 높이고, 영어 자막과 강의 화면을
동시에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강사가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거나 영어 통역 등의 오디오
더빙 제공

❍ 일부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강의가 중간에 끊기는 문제가 있었으며, 추후 인터넷
접속과 상관없는 flashdrive 및 CD를 활용하여 전체 정책 및 현장강의를 다운로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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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파일 형태로 제공

❍ 일부 강의가 너무 높은 기술 수준을 다루고 있어 자국의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적용
하기 어려움.

❍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 제공

❍ 연수생 동창회 모임(Alumni meeting)을 통한 정기적인 정보 공유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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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APEX 결과공유워크숍
4.1. 개요
1) 목적
❍ KAPEX 공동연구 조사 결과의 공유 및 확산
❍ 향후 ODA 사업 기획 및 발굴을 위한 협의 실시
❍ 국내외 관련 전문가 및 기관 네트워킹 강화

2)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0년 11월 11일(수) 10:00~15:00
❍ (장소)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3층

4.2. 내용
1) 주제
❍ 2020년도 KAPEX 대상국 공동연구 결과 발표 및 공동연구를 통한 잠재적 ODA 사업
계획 제안, 2021년도 KAPEX 대상국 공동연구 주제 및 계획 발표

2) KPAEX 대상국
❍ 2020 KAPEX 대상 3개국
국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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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농산물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연계
시범모델 수립
Consolidation of Creative Linkages among
Agricultural Stakeholders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공동연구조사단
❍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Planning and Projection
(NIAPP)

국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제

공동연구조사단

❍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개선
Advancement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in
Indonesia

❍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MOA)

❍ 돼지도체 등급 기준 수립
Establishment of Philippine Pork Carcass Grade
Standards
Using Yield and Quality Parameter

❍ 농업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DOA)

❍ 발표내용
1) 베트남
발표자

발표내용

토론자

Nguyen Quang Dung, 국립농업계획발전연구소 원장
• 2020년 베트남 KAPEX 사업은 Gia Lai 지역의 채소가치사슬 현황 파악, 채소가치사슬 내 모든 행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생산방식 연계, 가치사슬 내 부가가치 창출, 중간과정, 운송비 최소화, 투입재 및
산출물 판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도출 등을 목표로 추진.
• 베트남은 과일 및 채소류 수출액이 2013년 100만 불 수준에서 2018년 380만 불 수준으로 성장하는 등
농산물 수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채소 및 과일류의 경우 아직까지 수출성장 가능성이 비교적
큰 작물 군에 해당함.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순임.
• 사례조사 대상지인 Gia Lai 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과일 및 채소류 생산량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생산량
의 3%만이 소비자와의 직접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39%의 물량이 중간 수집상을 통해 판매되고 있
어 비효율적인 가치사슬 구조를 보이고 있음.
• 80%의 농가에서 Viet GAP을 적용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 또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평이하지만, 가격은 격차가 매우 큼.
• 지역 내 채소 생산의 어려움은 생산 기술, 자본금 부족, 소비시장문제 순이었음.
• 채소 판매는 주로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생산량에 대한 일괄 판매가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져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수취가격과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임. 대부분의 채소 물량은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며,
소비자 만족도는 가격, 맛, 접근성 측면에서 평이한 수준을 보이지만,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연구 결과 도출된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음.
- 생산 단계: 산발적 생산, 높은 손실률, 품질 및 안정성 중요도에 대한 농민 인식 부족,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
- 유통 단계: 생산자-소비자를 직접 연계하는 안정적 유통채널 부재로 인한 가치사슬 비효율성 증대, 비전
문적인 유통 및 소비 시스템 등
- 수확후 관리 단계: 가공시설 및 기술 부족, 저장장소 부족
- 마켓팅 단계: 생산품의 브랜딩 필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 농산물추적제도, 원산지 명시제도 비활성화
•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베트남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1) 스마트팜 도입, 2) 생산지 내 유통조직 결성, 3) 공공
도매시장 운영, 4) 안정적 수급 조치방안 등임.
• 제안을 희망하는 ODA 사업은 300만 불 예산, 4년의 사업 기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사업 요소는 1) 안
전한 채소 생산, 수확후 관리기술, 스마트파밍, 농산물브랜딩 관련 연수, 2) 안전한 채소 생산 시범모델 마
련 및 적용, 3) 생산-유통-소비 단계 연계방안 모색 및 절차 표준화, 4) 시장조사 및 수출촉진활동 등임.
• (이효정) 공동연구를 통해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사업을 실제로 현장에서 추진하
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 작업을 통해 한국 내 ODA 사업 심의과정에서 해당 프로젝트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
여질 수 있도록 할 필요. 제안사업의 목표를 SDGs 및 베트남 내 관련 전략 및 정책,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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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포되어 있는 거시적 목표와 일치시킬 필요
• (배종하) 베트남 농업은 재구조화 과정을 겪고 있으며, 특히 쌀을 제외한 타 작물로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과일 및 채소류 생산은 농가 소득을 증진할 수 있으며, 타 작물에 비해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임. 특히 Gia Lai 지역은 소득 수준이 낮은 변방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은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 다만 Gia Lai 지역의 경우 인프라 수준이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가 필요하며, 효과적 마케팅을 위해 몇몇 특화 작물을 설정하여 생산량을 확대할 필요. 발표에서 제시된 대
부분의 문제들은 농민조직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둬야 함. 또한 실현 가능한 생
산량에 따라 마켓팅 전략 수립 필요(수출 시장 중점, 내수 공급 중점 등).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도매시장 설립이 필요함.
• (Do Thi Diep) 현재는 내수시장 소규모 물량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출 시장을 타겟으로 한 물량
증대가 필요함.

2) 필리핀
발표자

발표내용

토론자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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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ita R. Estante, 농림부 동물산업국 수석 농업학자
• 현재 필리핀에는 돼지도체 등급 판정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세계 돼지고기 평균소비량보다 2kg가 더 많은
연간 14.9kg의 돼지고기를 소비하고 있음.
• 소비자들은 도체 품질(살코기 색깔, 등지방두께, 마블링, 등심부위)에 굉장히 민감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
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돼지도체의 금액 및 가치는 등급판정제도를 통해 더욱 극대화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등급제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
• 돼지산업의 중요한 경제적 신호를 제공하고 축산업가들이 품질 높은 돼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장기적으로 농민의 소득증가, 소비자의 관심 증대 및 신뢰구축을 목표로 함. 단기적으로는 현지 생산된 돼
지도체 평가를 통한 육류 가치극대화,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수립, 국가적 돼지도체 판정시스템 구축을 위
해 제언하고자 함.
• 사업의 수혜자는 지역 생산자 및 농민, 거래상인, 도매 및 소매상인, 수출업자, 중개업자, 축산 검역관, 등급
판정사, 도축 관계자, 소비자, 호텔 및 레스토랑, 정부기관임.
• 공동조사를 통해 현지 생산된 돼지도체의 수율 및 품질을 정의하고, 등급판정기준을 개발 및 수립하고자 함.
또한, 필리핀 국가적 판정시스템을 수립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축산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Luzon, Visayas, Mindanao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도체의 수율 및 품질을 평가하고, 평가된 요소를 바탕
으로 돼지도체 등급 판정기준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국(BAFS)와의 협력을 통해 필리핀 돼지도체등급판정
국가기준 승인 및 등급판정 시스템 개발하고자 함.
•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간 소비량, 구매장소, 선호 부위, 등급판정제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조사함.
설문조사 결과, 여성과 주부부, 20-29세 젊은 세대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대부분 기혼이었음. 주별 돼지
고기 소비량은 1-2kg 정도이며, 대부분 슈퍼마켓에서 구매하고 있었음. 돼지고기 소비에 중요하게 생각하
는 요소로는 돼지고기 품질과 위생이었으며, 그 외에 NMIS 인증, 가격, 판매위치, 생산지역 순으로 나타났
음. 돼지고기의 색깔, 냄새, 두께, 부드러움 정도를 기준으로 선택하며, 선호하는 부위는 뱃살부분, 등심, 전
지 및 후지, 목심 순서로 나타남.
• 향후 ODA 사업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과 육류 가공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진행을 위한 육류기술센터 설
립을 제안함. 기술보급과 더불어 화학 분석, 미생물 테스트와 같은 실험 활동을 진행하고자 함.
• 공동조사를 통해 많은 부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등급판정요인의 분포에 대한 내용이 없음. 등급 판정에는
육량 및 육질 등급 모두가 필요하며, 육량등급을 매기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육질등급 요
인 및 가중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함.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돼지고기 소비에 대한 주요 요소

에 대한 선호도 순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의 분포 정보가 필요함.
• 작년 필리핀 현지조사 시, 위생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도축장에서부터 최종소비 단계까지 위생이 무방비 상
태였음.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이 완료되면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고기의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함.
하지만, 필리핀은 위생문제로 인해 품질이 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생을 등급판정요인에 포함해야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함.
• 등급판정을 통해 소득증대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지만, 연구결과를 필리핀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앞으로 장기적인 필리핀의 축산업 발전계획과 방향을 고려해서 돼지도체 등급판정요인을 설정해야 함.

토론자
한효동

토론자
Oliver

• 현재 필리핀은 도축장마다 돼지도축 방법이 다름. 예를 들어 AA등급의 도축장은 도축할 때 돼지머리를 절
단하지 않으며, 껍질 제거방식도 도축장 등급별로 다름. 이에 따라, 도축장별 도축방식에 대한 기초자료가
추가로 필요함.
• 소비자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돼지고기 부위는 삼겹살이며 고기의
육색이 소비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음. 육색이 육류의 단순한 색깔 이외에도 지방층과 근육층의 분포도
를 의미하는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육류 구매 시 육량 품질은 주요한 고려대상이며, 삼겹살의 품질에는 돼지도체의 도체중, 등지방 두께가 주
요 역할을 함. 등지방두께의 정도 즉, 삼겹살의 지방량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비중이 달라짐. 조사를 진행할
때,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를 구분하여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돼지도체 등급판정 시스템을 설립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임.
• 필리핀 일부 도축장은 위생 및 안전부문에 문제가 있지만, 모든 도축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필리핀 도축
장은 AA, AAA 등급으로 나뉘며, AAA 등급이 가장 좋은 도축장에 해당함.
• 육류가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중간에서 중개업자들이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필리핀에 현재 품질 관련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고품질의 육류에 대해 프
리미엄 가격을 책정할 것임. 또한, 위생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위생기준
이 품질개선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음.
• 소비자들이 육류 색깔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육류의
부드러움(마블링)은 아직 중요한 요소로 여기지 않고 있음. 육류의 주요 지표 및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이 필요함.

3) 인도네시아
발표자

발표내용

Taufik Fathurrahman 인도네시아 농업부 기반시설국 주무관
• 인니 농업부의 2020~2024년 주요 프르그램은 1) 농업 분야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 2) 농기계화 촉진,
3) 식량 생산을 위한 기업 확대, 4) 원예산업 육성, 5) 플랜테이션 작물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6) 축산업
의 생산량 및 생산성 강화, 7) 종자 분야의 기술 혁신, 8) 취약 지역의 식량 안보 개선, 9) 검역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함.
• 농업기반시설국의 2020년 주요 프로그램은 농업 기계화, 비료 및 제조체 이용 활성화, 농업 금융, 농업
관개, 토지 확대 및 정비 등을 목표로 함.
• 농업 기계화 분야의 목표는 R-2 트랙터, R-4 트랙터, 워터 펌프, 이삭기, 수확기를 포함한 수확후 분야
의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는 것임.
• 2018년에 발표된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의 농업 분야 개발계획은 농업 인프라 개선, 농업 분야의 인
적 자원 강화, 농산물의 품질 등급 마련, 농산업의 현대화, 농업 및 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인도네시아 농업 부분의 문제는 농업 환경 부문의 문제, 사회 환경적 문제, 제도적 문제 등으로 구분됨.
• 도시화로 인해 농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농업 기계화는 필수적인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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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농기계임대사업(UPJA)를 운영해오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는 농산업의 구조 혁신을 1~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였음.
• 2020년 KAPEX 공동조사 대상지인 와이카난군은 북쪽으로는 남수마트라, 남쪽으로는 Lampung
Utara Regency, 서쪽으로는 Lampung Barat Regency, 동쪽으로는 Tulang Bawang Barat
Regency와 인접함.
• 와이카난군의 농기계화 현황을 보면 4륜 트랙터(18개), 2륜 트랙터(237개), 에어펌프(247개), 벼
transplanter, 수확기, hand sprayer 등이 있음.
• 와이카난군에서는 총 14개 읍면 단위 지역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사업 대상지의 농업 현대화를 위해서는 기존 농기계 장비에 관한 수리, 토지 정비, 농기계화 촉진, 워크
숍 등이 요구됨.

토론자
(Handaka)

• 농업 부문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원, 기술, 제도, 사회적 제도, 인프라 부문의 뒷받침이 요구됨.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농업 기계화 정책의 역사는 크게 산업화(1950~1960), 기술적 조정(1960~1970), 농업
수요(1970~1980), 개발 촉진(1980~1990) 등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의 농기계화 수준을 보면 전국적 수준에서의 농기계화 지수는 1.68이며, 람품은 1.1., 와이
카난군은 1.16임.
• 현재 인도네시아의 농기계 산업을 보면 가격 규제가 없으며, 시장에 기반한 상황임. 농기계 교역을 위한
E-catalog가 있음.
• 인도네시아의 농기계 시장 현황을 보면 전체 농기계의 40~60%는 국산에서 생산되며 나머지는 수입
됨. 그러나 국산 농기계의 품질은 낮으며 국내 농기계 생산업자들은 중국은 값싼 농기계와 비교하여 가
격 경쟁력이 낮음.
• 람풍주 와이카난군의 농기계화 서비스는 대기업, 중소 규모로 구분됨.

❍ 2021 KAPEX 대상 5개국
국가

주제

공동연구조사단

몽골

겨울철 원예시설 개발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Enhancing Vegetable Value Chain by Supplying
Greenhouses in Mongolia

식량농업경공업부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MOFALI)

미얀마

농식품농촌개발정책연구원 설립
Establishment of the Myanmar Institute for
Agricultural, Food and Rural Development Policy

농축산관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 (MOALI)

베트남

참깨 가치사슬 향상을 위한 농촌특화사업
Specialized Rural Development Associated with
Sesame Production Project in Vietnam

국립농촌지도센터
National Agriculture Extension
Center (NAEC)

아르메니아

가공용 농산물 가격체계 개선을 위한 농산물 품질등급 기준
수립 Establishment of Quality Standards for Improving
Pricing System for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in
Armenia

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MoF)

캄보디아

가축백신 개발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 Enhancing Policy
Capacity for Developing Livestock Vaccine
in Cambodia

동물보건생산청
General Directorate of Animal
Health and Production (GD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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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내용
1) 몽골
발표자

발표내용

토론자 1
(이효정)

토론자 2
(허장)

Tumurkhuyag, 식량농업경공업부 작물생산정책국 선임사무관
• 몽골의 중장기적 거시경제 전망은 매우 긍정적. 2016년 경제위기 이후 2018년 7.2% 경제성장률을 기록
하였음.
• 농업은 GDP의 31.2%를 차지, 이 중 80%는 축산업, 20%는 농작물 생산임. 인구의 40%가 농업에 종사하
며 2020년 기준 가축 사육두수는 8천만 정도임.
• 농지는 총 84만 ha로 이 중 채소 경작지는 9천 6백 ha임. 밀, 감자, 채소 등 주곡의 식량자급률이 높지 않고.
경운, 토양 침식 방지 기술 등이 부족함.
• 밀, 보리, 호밀 등이 주요 식량 및 사료작물이며, 귀리, 옥수수, 연년 및 다년성 통과 작물을 사료로 이용함.
이밖에도 유채, 감자와 양배추, 당근, 양파, 마늘 등의 채소류를 생산함.
• 몽골 보건부에 따르면 하루 채소 권장 섭취량은 200g임. 그러나 현재 섭취량의 41%만이 공급되고 있어
2025년까지 국내 수요량을 충족하는 것이 정책적 과제임.
• 채소 소비 총량 21,300톤 중 원예시설 생산량이 5,803톤으로 총소비량의 72.7%를 수입하고 있음. 겨울
용 유리 온실의 면적은 11.5ha, 태양열 온실은 15.4ha이며 여름용 비닐 온실은 68.5ha임.
• 혹독한 겨울 때문에 연간 신선 채소 생산이 어려움. 농민의 재배 지식 또한 부족하고 종자, 육묘 기술이 불충
분함.
• 온실을 활용한 채소 가치사슬 개선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선 채소를 생산, 유통하는 것이 목적임.
한국의 스마트 온실기술을 도입하고 품질이 우수한 채소 품종을 공급하고자 함. 사업 수혜자로는 소비자,
취학 아동, 농가 등이 있음.
• 주요 연구 분야는 1) 지식 개선, 2) 기술 지원, 3) 품종 도입으로 연구자, 온실 기술자, 농촌지도사, 농민 등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의 전문가과 협업하고자 함. 또한, 기후 적응력이 높은 원예
시설을 구축하고, 우수 채소 종자와 품종을 개발, 도입하고자 함.
• (몽골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 몽골은 악천후로 인해 작물 생산 기간이 짧아 중국으로부터 작물을 대량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몽골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특히 수입된 농산물의 안전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
해 몽골 정부는 2025년까지 몽골 내 채소 수요의 100% 현지 조달을 목표하고 있음.
-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한 ‘온실 공급을 통한 채소 가치사슬 강화’ 사업은 몽골에 필수적인 부분임. 농업은
몽골 경제의 31%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 중 하나로 몽골 내 40%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중 80%는 가축 부분이며 채소는 작은 부분임.
- 만약 온실 공급을 통한 몽골 내 연중 채소 재배가 가능해진다면 몽골 내 채소 소비가 증가, 식량 안보 보장
및 영양 공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몽골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 먼저 온실을 운영하고 관리할 계획이 필요함.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 온실을 제공하였으므로 내부 운
영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무엇보다 시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이익을 회수하여 유지 보수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함.
• (베트남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 구매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함. 발표는 생산 쪽의 입장에서 발표되었지만 이는 구매자의 요구를
파악한 이후에 고려되어야 함. 구매자들이 요구하는 참깨의 종류를 파악한 뒤에 생산 시스템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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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얀마
발표자

발표내용

Thanda Kyi, 농축산관개부 기획국 부국장
• 본 사업은 1) 농업, 식품, 농촌경제 연구소를 설립, 2) 농업농촌경제정책 연구 인력을 양성, 3) KREI와의 공
동연구를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1) 미얀마의 농업, 농촌개발 정책연구 등 국가농업연구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2020 농업연구마스터플랜
에 따라 농업 GDP의 0.5%를 종합적인 연구체계를 구축하는데 편성하려고 함.
2) 약 10명의 박사 학위자, 20명의 석사 학위자를 교육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농촌개발, 농업생산, 관개, 배수, 농산물마케팅 등 한국과의 협력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주제로 학위
논문을 지도하고자 함.
3) KREI와 미얀마 연구자가 협력하여 공동연구를 수행. 미얀마 예진농업대학, 기획부 ASEAN과 연구자 등
이 참여하여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농업 생산성, 농민 복지 등을 연구하고자 함.

3) 베트남
발표자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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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Quoc Thanh, 국립농촌지도센터 국장
• 2010년 6월에 승인된 2010-2020 National Target Program을 통해 2020년까지 농촌지역의 50%가
국가에서 설정한 농촌성장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발표함.
• 최첨단 농업기술협력은 농업생산에 중요한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음. 2020년에 최첨단기술을 겸비한 농촌
개발 국가계획이 승인되었고, 2030년에 개시 예정임.
• 현재 베트남 농촌지역은 △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 △ 소비시장과 생산과의 연계가 부족함 △협동조
합을 통한 생산과 사업 활동이 적고, 체계적이지 못함 △ 농촌지도서비스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들 수 있음.
- 이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연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국은 많은 양의 참깨를 수입하고 있고,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하이퐁과 호치민시의 회사들은 현재 나이지리아 및 아프리카 국가로부터 참깨를 수입하고 있고, 가공 후 한
국으로 수출하는 상황임.
• 지속가능한 소득창출과 관광을 결합한 농업상품 개발 등 새로운 ODA 프로젝트의 개발이 필요함. 그리고
이는 베트남의 국가 농촌개발전략에 부합함.
• 베트남에서 생산된 참깨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가정 하에, 재배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2차, 3차 사업 확장 가
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됨.
• 프로젝트의 목적은 아래와 같음.
- 민간 부문에서 농업 생산물의 생산, 가공 및 무역을 위한 역량개발과 다른 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농산물 가치사슬을 개발하고자 함.
- ODA 프로젝트를 통한 참깨 재배, 수확, 가공 및 소비를 위한 가치사슬을 개발하고자 함.
- 국내수요와 수출물량을 충족할 만큼의 참깨를 생산하고자 함.
- 농촌지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와 국가적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 친환경여행상품 및 다른 지역개발활동과 결합한 농부들의 소득증대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기간: 48개월(2021-2024)
- 주최기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
- 사업지역: Nghe An and Ninh Thuan 지역
- 사업명: 베트남 지역개발사업(VSRD)
- 사업비: 295만 달러
• 위 사업은 △참깨 재배 △ 참깨 수확 후 관리기술 △유통 △농촌지도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함.
• 참깨재배: 참깨와 참기름은 한국에서 선호되는 상품이며 높은 가격에 판매됨.
- 한국의 참깨종자를 사업대상지에서 재배하고 한국의 수확 후 기술을 도입하고자 함. 향후 참깨와 참기름 판

매를 위한 잠재적 시장을 발굴함.
- 종자 및 기술적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3개 지역에서 500ha 개간 목표설정, 농업기계화, 생산시설의
지원과 기계 도입 및 관련 시설을 건설하고자 함.
• 참깨 수확 후 관리 기술: 한국의 참기름추출기술(oil processing technology)을 도입 후 베트남 및 다른
국가로의 판매를 계획함.
- 한국의 처리기술과 설비 등을 베트남 협동조합과 기업에 도입하고, 기술을 이해관계자에게 교육함.
• 참깨유통시스템 개발
- 베트남 및 그 외 국가에 참깨를 판매하기 위한 가치 사슬 전략을 수립함.
- 사업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소비자 인식 제고 노력.
• 농촌지도 시스템의 개발
- 농촌지도사를 육성하고, 한국으로부터 농촌지도 모델을 본받아 농기계교육, 이러닝, 농업상품의 가치사슬
개발 등을 도입하고자 함.

토론자

질의응답

• 허장 박사
- 공급자의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함.
- 한국, 일본 등 나라별 참깨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참깨를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함.
• 차원규 박사
- 참깨 생산을 위해 적절한 생산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매 년 홍수를 겪는 지역들은 참깨를 생산
하기에 알맞은 지역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참깨 생산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한국의 경우 값싸고 질 좋은 참깨를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참깨가 시장경
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함.
- 베트남 현지의 참깨 수요 및 시장선호도 또한 장기적으로는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됨.
• Nyugen씨의 답변
- 참깨를 생산할 수 있는 적절한 지역을 발굴할 것.
- 베트남 또한 참기름을 소비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현지에서 참기름을 수입하는 업체와의 미팅
을 통해 시장수요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하며 더 많은 조언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함.

4) 캄보디아
발표자

발표내용

Tum sothyra, 농축산관개부 국립동물보건생산연구원 원장
• 매년 7%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빈곤율을 1%씩 감소시킬 목표로 2019-2023 국가개발전략을 수립함. 또
한 2019-2023 국가농촌개발전략을 통해 농업생산력을 매년 3-5% 향상시키고자 함.
• 매년 3-5%의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 농업생산성 향상, 다변화 및 상업화 △ 동물들의 건강
및 생산 향상 △ 제도강화 및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 제고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및 수산자원의 확보를
목표로 함.
• 가축개발전략의 장기적인 목표는 △ 가축개발을 통해 식량안보 △ 무역을 통한 수익증대 △사회경제적 성
장을 이루는 것임.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가축생산과 건강 △ 제도마련 △ 연구와 개발 △ 인적자원개발 △ 민관협력과 지역
및 국제간의 협력을 요함.
• 돼지의 수입을 줄이고 소, 돼지, 가금류의 생산을 증대시켜 국내소비를 충족시킴. 가축생산의 효율성을 증
대시키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자 함.
• 격리조치 및 위험평가를 통해 건강한 가축을 사육하고, 구제역과 출혈성패혈증의 관리 강화 및 풍토병의 예
방에 역점을 두고자 함.
• 캄보디아에서 증가하는 축산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빈곤감소와 식량안보를 통한 SDGs 달성을 위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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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농민들의 자산으로서도 중요한 요소임.
• 캄보디아에서 가축은 전체 GDP의 3.3%, 농업부문에서 11.3%를 차지하고 있음.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전체 소와 버팔로의 1.4%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자연 목초지의 손실.
• 기계화와 가축 질병으로 농업생산의 동력원으로서의 가축의 역할이 축소됨.
• 소규모 사육시설로 인한 생산제약 존재함.
• 취약한 생물보안과 가축 질병에 대한 농민들의 지식의 부재로 질병발병률과 확산율이 높음.
• 2020년에는 16개의 지역에서 42건의 구제역, 4개의 지역에서 26건의 출혈성패혈증, 1개 지역에서 1건의
기종저균과 1건의 뉴캐슬병이 발병함.
이로 인해, 460 마리가 감염되고 31마리가 폐사됨.
• 출혈성패혈증은 장마 초기에 소와 버팔로에게 가장 전염성이 높은 질병 중 하나로 높은 폐사율로 인해 농민
들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지만 80% 이상이 백신을 통해 예방될 수 있는 질병임.
• 2019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백신을 맞은 소와 버팔로의 수는 약 70만마리로 집계됨. 연간 접종률이 낮
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공급의 부족, 백신에 대한 농민의 낮은 의식수준.
- 백신 유통의 소요시간이 길고, 백신 저장방식의 문제점이 존재함.
• 캄보디아는 2023년까지 1,350,000마리의 소와 버팔로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함. 1986
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700,000마리에게 출혈성패혈증 백신을 접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낮은
생산능력으로 인해 현재는 주변국가로부터 백신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 백신의 국내생산과 질병관리 정책 및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함. 따라서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미래 백신 생산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단기적으로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 존재하는 세균의 항원형을 파악하고 백신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자 함. 장기적으로는 가축의 질병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및 무역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 이러한 계획을 통해 △ 공무원의 역량강화 △ 파스튜렐라멀토시다(Pasteurella multocida)의 항원형 확
인 △ 백신개발을 위한 연구수행 △ 백신 생산 및 실험 수행을 이루고자 함.

5) 아르메니아
발표자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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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ran Hakhnazaryan, 경제부 식량안보농업가공국 연구원
• ‘1차 농산물 가격체계 개선을 위한 농산물 품질등급 기준 제정’ 사업을 통해 농부와 가공업자 간 상호 이익
이 될 수 있는 거래를 지원하고자 함.
• 농부들은 농산물에 대해 가능한 가장 높은 가격을, 가공업자는 조달에 있어 가능한 가장 낮은 가격을 원하기
때문에 농부와 가공업자 사이의 국가 개입이 중요하며 농산물 품질등급 기준이 제정된다면 농부와 가공업
자 간 상호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아르메니아에는 30만 개의 농장이 있으며 300개 이상의 중소 농업 가공 업체가 운영되고 있음. 작은
농장 규모와 관련 조합, 협회의 대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공 업체는 낮은 조달 가격을 적용하고 있음. 우유
가격은 적어도 지방과 단백질의 함량을 포함하여 측정되어야 하지만 아르메니아의 낙농가는 우유 속 지방
함량만으로 우유 가격을 지불 받고 있음. 포도와 과일은 설탕이나 건조 함량을 고려하지 않고 가공업 체에
의해 킬로그램 무게 단위로 조달됨.
• 사업의 주목적은 가공 업체가 구매한 개별 제품의 가격체계 개발과 도입이며 만약 법이 제정된다면 위의 문
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임.
• 장기목표:
- 특정 제품의 새로운 가격체계 개발 및 적용
- 농민과 가공업자 사이의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관계 보장 및 입법 체계 개선
• 단기목표:
- 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 개발

- 농산물 가격체계 국제 사례 연구
- 새로운 가격체계 도입 실시 및 입법 틀 마련
- 새로운 가격체계 시스템 모니터링
• 사업대상:
- 아르메니아 내 300여 개 이상의 농업가공 업체
- 사업 수혜자: 현지 300여 개 이상의 농업가공 업체 및 30만 개 이상의 농가
• 사업성과:
- 제품의 품질 기준 책정
- 농산물 가격체계 국제 사례 연구
- 새로운 가격체계의 적용 및 구현
- 새로운 가격체계 시스템 모니터링 실행
- 농민과 가공업자 사이의 상호 이익 협력 확보 및 입법 틀 마련
• 주요활동:
1) 공동연구
- 농산물 가격체계 국제 사례 연구
- 아르메니아 농산물의 새로운 가격체계 개발
- 아르메니아의 새로운 가격체계 적용을 위한 입법 틀 마련
2) 현지조사
- 1차 현장조사
- 2차 현장조사
- 3차 현장조사
3) 교육
- KAPEX 중기연수
- KAPEX 초청연수
4) 워크숍
- 2021 KAPEX 워크숍
- 2021 KAPEX 워크숍 결과보고

4.3. 결과
❍ 2020년도 KAPEX 대상국 공동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주제 관련 협력국의 지원정책, 농
업 현장 동향 및 문제점 파악

❍ 공동연구를 통해 발굴된 잠재적 ODA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수요 분석, 및 정
책 컨설팅 실시

❍ 2021년도 KAPEX 사업 계획 공유를 통해 협력사업의 개발효과성 증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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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APEX 1기 성과평가
5.1. 목적
❍ 본 평가는 KAPEX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후 사업수행자가 정기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활용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평가를 통하여 공동연구, 초청연수, 워크숍 등 매년 컨설팅 프로젝트로 시행되는
KAPEX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KAPEX 추진방법에 대한 효율성 제고방안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각 사업요소별 세부 개선방안을 제언하여 향후 사업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
을 것임. 또한, 장기성과인 ODA 사업 추진의 성공요인 및 미흡요인을 분석 결과는 향후
KAPEX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5.2. 방법
❍ 본 평가는 기존의 유사형태의 개발컨설팅 사업의 평가방법을 바탕으로 KAPEX 성과평
가를 위해 개발한 평가모형에 근거하여 평가하였음. KAPEX는 각 시행연도별 프로젝트
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분될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형 평가방식을 차용하였음.

❍ 평가는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로 구분되며 과정평가를 위하여 각각의 프로젝트를 운영하
는 전체 운영 체계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OECD/DAC 평가기준으로는 적절성과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범분야 이슈를 적용하였음. 성과평가는 KAPEX의 산출물 도
출여부와 성과 달성 여 부와 성각 시행연도 사업 종료 이후 KAPEX의 기대 성과인 신규
ODA 사업 발굴 여부를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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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평가 매트리스에 따라, 수원국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KAPEX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공동조사에 대한 심층평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였음.
- KAPEX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의 경우, 15개국 3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11개국 28명이 응답하였음. 상당수의 조사 대상자들이 이직
또는 퇴직으로 부재하여 설문조사에 참여 가능한 대상이 제한적이었음.
- 공동조사에 대한 심층평가는 6개 아시아 국가 참여자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공동조사에 참여한 전체 현지인력 대상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
며,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의 참여자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5.3. 결과
❍ (적절성) 사업 대상국가를 중점협력국에 한정하여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 KAPEX 21개
사업의 전체 15개 사업대상국 모두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하는 중점 협력국이며, 이 중 특히 10개 국가는 농
업분야가 국별협력전략의 중점 분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협력전략에 비교적
부합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KAPEX 대상국 선정 시 진행되는 타당성 평가 시에 사업추진의 적절성 항목에서 국
가농업개발 전략과의 연관성, 대상국 농업 및 농촌 현황에 따른 주제의 적절성 등에
서 수원국의 정책 및 수요 부합성 평가를 거치고 있어, 수원국의 정책 및 수요에 부합
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있음.
- 한편, KAPEX 프로그램은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목표가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부합하게 제시되고 있음. 다만, 정량적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목표의 성과 지
표가 있는 반면, 정량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지표가 있어 보다 측정 가능한 형태의
목표와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효과성) 수원국의 농업분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공동조사, 현지워크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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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획 및 개최되었음. 연수는 초청연수와 현지연수, 초청장기연수로 구성되며, 2013
년부터 2019년까지 총 356명의 연수생을 배출하였음.
- 매년 초청연수에서 현지연수 및 장기연수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이는
현지연수와 비교하여 일정 기간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점, 장기연수에 비하여 비교
적 짧은 기간 집중할 수 있다는 초청연수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공동조사 역시 매년 실시되었으며, 총 21개의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산출하였음. 공동
조사에 참여한 수원국 관계자들은 2020년 현재 KAPEX 사업의 공동조사 전반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KAPEX 사업에 참여한 연수생들은 사업 이후에 액션플랜/공동연구 결과의 내용을
동료에게 공유하거나, KAPEX에서 얻은 지식을 업무에 활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KAPEX 이후 정부에서 지식공유를 위한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
었음.
- 또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21차례(매년 4회, 단 2019년도는 2회)의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에서 도출한 수원국 관련 데이터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국내 다양
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점이 포럼을 기획하고 진행한 점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2013년부터 2018년까지16) 시행된 18개 KAPEX 사업 중 6개의 사업이
KAPEX에서 도출한 주제와 밀접하게 ODA 사업으로 진행되었음. 그러나 KAPEX에
서 산출한 수원국의 현황 및 방향을 바탕으로 ODA 사업 발굴로는 이어지고 있으나,
현황 제시에 그치는점 때문에 KAPEX결과가 연계 ODA사업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기여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KAPEX를 통하여 도출된 모든 개발현안이 ODA 사업으로 연계되지는 못하지만, 수
원국이 해당 주제를 지속적으로 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자국 내
에서 지속적으로 지식 공유를 위한 활동 등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수원국의 역량강화
가 일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16) 2019년의 경우 2020년 이후에 기획되는 사업이므로 현 시점에 파급효과 평가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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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 국가별 사업비는 평균 3.7억, 최소 2.6억에서 최대 4.7억이 투입되었음. 국가
별 평균 3.7억을 투입하여 정책협의부터 공동조사, 초청연수, 현지연수 및 중장기 연수
(매년 평균 72명의 연수생을 배출), 현지워크숍 및 국제 농업파트너십 포럼 등을 수행하
고 있음.
- KAPEX는 평균 3.7억 원을 투입하여 수원국 농업분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
업을 발굴함. 총 21건의 사례에서 총 5건의 직접적인 역량강화 공유활동과 6건의
ODA 사업 발굴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영향력) KAPEX 결과가 실제 ODA 사업이나 정책제안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의 영향력
이 나타나고 있음.
- 설문조사 응답자 중 60% 이상이 신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액션플랜/공동 연구 보
고서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적이 있으며, 정부가 액션플랜/공동 연구 보고서의 아이
디어 실현을 위해 신규 정책 또는 사업을 계획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특히 농식품부의 ODA로 직접 선정되는 성과 외에도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또는 타
원조공여기관과 함께 KAPEX 결과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킨 사례는 KAPEX의 우
수성을 입증함.

❍ (범분야 이슈) 사업 대상 국가 선정 시, 사업 수행의 효율성이 우선 고려되나, 국가 소득
수준 및 1인당 원조 규모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원조에서 소외될 수 있
는 국가를 사업 선정 시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취약국가를 포용하는 전략이 매우 우수함.

5.4. 정책 제언
❍ (사업기획) KAPEX 사업대상 후보국 선정 시, 후보국이 제출하는 사업제안서에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국가개발 전략 및 정책, △사회 및 경제적 상황, △사업 대상지
역, △수혜자 분석,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및 해결방안 등 제안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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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과과 정당성, 그리고 유사사업 경험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추진 방향 및 방법) KAPEX 직후 ODA 사업의 추진을 위해 공동조사 단계에서 사
업의 실행방안에 대한 타당성까지 검증하도록 함.
- 현황 조사 및 대안 제시에서 더 나아가 해당 요소들을 실행할 현지 여건 및 현지 사업
수행자 선정 가능성, 국내 사업수행자 선정 가능성, 각 사업요소별 위험요인 및 대처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설계안이 도출된다면, KAPEX에서 제안하는 신규 사업
이 보다 시의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액션플랜 도출 과정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 기획 및 설계 방안에 대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현재의 산출물들은 수원국의 관련 분야 현황 조사에 한정되고 있
으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해당 사업이 추진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추진체계 및 조
달방안,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반영될 수 있음.

❍ (성과관리 방법론) 현재는 사업 종료보고 시 과정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나, 연수과정 만
족도에 한하여 조사되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수요자가 어떤 내용을 학습했는지 판단하
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만족도 조사 외의 성취도 평가 등의 조사 결과를 함께 보고할 필
요가 있음.
- 공동조사 및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다루어진 내용만 보고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해당 내용
에 대한 품질평가가 계획 및 수행, 보고될 필요가 있음.
- 산출물 도출 즉시 양적 평가 외에 산출물의 품질에 대한 질적 평가가 필요함. 이를 위
해서는 각 사업 활동에 대한 품질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보고
서로 산출되는 공동조사의 경우, 보고서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품질 평가기
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연수의 경우, 현업 적용도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가와 연수나 교육평
가에서 종종 활용되고 있는 자기효능감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함.
- 다양한 성과지표를 활용할 경우, 각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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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모형에 배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KAPEX에서 활용 가능한 성과모형을 아
래와 같이 제안함.

<표 5-1> KAPEX 사업 PDM 개선(안)
내용요약
(Narrative Summary)

지표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검증수단 (MoV)

전제조건
(Assumptions)

1.1. 제안된 ODA 기획(안)의 수
1.2. 개선된 농업 분야 정책 및
프로그램

1.1. ODA 사업기획서
1.2. 대상국의
정책문서/관련 조항

- 대상국의 정책개선에
대한 관심

1.1. 역량강화 된 협력국 연수생
(자기효능감 반영 가능)
1.2. 연수를 통해 수립된 액션플랜
1.3 품질평가 통과된 공동조사 보고서
2.1. 발간된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
2.2. 네트워크 DB 업데이트

1.1. 연수별 결과보고서
(연수 만족도 조사, 자기
효능감, 현업 적용도 등
포함)
2.1. 액션플랜
3.1.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
3.2. 네트워크 DB

영향(Impact)
1. 우리나라의 농정 성과를 확산을 통
한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개발 역
량강화에 기여
2. 개도국의 식량안보 증진 도모
성과(Outcome)
1. 발굴 혹은 기획된 ODA 사업
2. 개선된 대상국의 농업분야 정책 및
프로그램
산출물(Outputs)
1. 정책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ODA
사업발굴을 위한 기반 마련(체계
구축)
2.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및 성과의
공유

- 대상국의 원활한
업무 협조
- 공동조사단 구성
- 적절한 연수생 선발

활동(Activities)

투입요소(Inputs)

1-1.
1-2.
1-3.
2-1.
2-2.
2-3.
3-1.
3-2.

(한국) - 예산
- 인력: 공동조사단, 현지조사, 연수, 결과공유워크숍,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 개편
(수원국) 행정지원, 연수생 선발, 공동조사 추진

협력국 선정 및 타당성조사
선정국과의 정책협의
선정국 초청 및 중기연수 실시
공동조사 실시
KAPEX 워크숍 운영
글로벌 포럼 운영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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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 개편
6.1. 뉴스레터
6.1.1. 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목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의 사업 및 연구 활동 게재
- 2013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에서

수행하는

KAPEX(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 사업 동향 공유

❍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의 주제와 세부프로그램 소개 등 관련 내용 홍보 및 정보 전달
- 농업관련 ODA를 수행하는 국책기관 및 국제협력관련 대학원, 연구소, 학회 간 파트
너십 강화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로 활용
- 이전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게재
- 사전 등록을 위한 주제선정 및 프로그램구성 홍보

❍ 국제농업개발협력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 농업개발협력 국내외 동향 파악 및 공유
- 시의성 있는 농업개발 협력 이슈 및 특집기사 발굴

□ 뉴스레터 발송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농업개발학회의 등 학회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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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등 전국 농업 및 국제개발학 관련 대학, 해외농업개발 관련 연구소 및 민
간기업
- 기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식지 발송에 동의한 구독자

6.1.2. 뉴스레터 구성
❍ 2019년도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발간(총 4회)
- 프레임은 내부 전문가, 소식지 내용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담당
- 대내외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국제농업개발 관련 소식 및 동향과 시의성 있는 국제농업개발
협력 이슈 및 특집기사를 발굴하여 국제농업개발협력 관련 최근 동향 및 농림업 분야의 양질
의 연구 정보 제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에서 추진 중인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소식 제공 및 KAPEX 연수생의 역량강화 사례 공유
- CIAP 뉴스레터 구독 대상자 총 1,075인을 대상으로 발송

❍ 주요 구성
- 국제농업개발협력분야 전문가 기고란 ‘CIAP Talk Talk’(원내·외)
-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KAPEX 연수 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활동 브리핑 ‘CIAP Now’
- KAPEX 연수생 참가 소감 및 역량강화 사례 공유 ‘Greetings from KAPEX
Alumni’
- 국제농업개발협력분야 주요뉴스 및 쟁점이슈(국내/국외/국제기구)를 소개하는
‘Feature Stories’
-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활동 관련 구성원 기고란 ‘Voice of CIAP’
- 새로 나온 관련 분야 보고서 및 신간 등을 소개하는 ‘Global Research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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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2020년 KAPEX 뉴스레터 발간 실적
분기

구성
CIAP Talk Talk
CIAP Now

1분기
(3월호)

Greetings from KAPEX Alumni
Feature Stories
Voice of CIAP
Global Research Trends
CIAP Talk Talk
CIAP Now

2분기
(6월호)

Greetings from KAPEX Alumni
Feature Stories
Voice of CIAP
Global Research Trends
CIAP Talk Talk

3분기
(9월호)

‘14년 KAPEX 연수생(베트남)의 사업 참여 후기
‘20년도 KAPEX 대상국(인도네시아)의 공동조사 추진 계획
베트남, 캄보디아 관련 KAPEX 담당자 기고문
지속가능한 농업 관련 최신 연구 동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 시장 영향 및 전망
‘20년 KAPEX 추진 현황, 정책연구과제 착수, ’20년 평가사업 착수
‘19년 KAPEX 연수생(인도네시아)의 사업의 참여 후기
‘20년도 평가사업 PMC 인터뷰
인도네시아 관련 KAPEX 담당자 기고문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기후스마트 농업 등 관련 최신 연구 동향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농업 ODA의 자세

Greetings from KAPEX Alumni

‘19년 KAPEX 연수생(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의 사업의 참여
후기

Global Research Trends
CIAP Talk Talk
CIAP Now

❙

‘21년 KAPEX 사전타당성 조사, ’20년도 KAPEX 사업 추진

농식품부 ODA 정책과제 중간보고, CIAP 홈페이지 개편, 포럼 개
최, KAPEX 온라인연수 실시

Voice of CI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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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치사슬 지원사업의 의의 및 추진 전략

CIAP Now

Feature Stories

4분기
(12월호)

주제

Greetings from KAPEX Alumni
Feature Stories

온라인연수 체험기
아르메니아 관련 KAPEX 담당자 기고문
식량안보, 그린뉴딜 등 관련 최신 연구 동향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관련 소감 및 제언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및 KAPEX 워크숍 성료, 온라인연수, CIAP
홈페이지 개편 등
2020 KAPEX 온라인연수 우수연수생 소감문
ODA 퀴즈

Voice of CIAP

베트남 관련 KAPEX 담당자 기고문

Global Research Trends

국제협력, 농업 분야 최신 연구 동향

6.1.3. 향후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 뉴스레터 활용 방안
- 국내 35,000명의 독자 및 해외 유관기관 회원을 대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개발협력센터의 소식 및 활동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기관 간 소통채널 역할 강화
- KAPEX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KAPEX 연수생의 KAPEX 프로그램 현장 적용사례 및
효과에 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사업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촉진
- 국제농업개발협력 관련 소식, 최신 연구 동향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한 아젠다 발굴 및
독자 참여 코너 확대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

6.2. KAPEX 홈페이지 개편
6.2.1. 배경 및 목적
-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및 센터 홈페이지가 설립된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KAPEX, 국제농업파트너십포럼 등 주요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사
업을 포함한 신규사업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홈페이지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양질의 정보 제공 및 확산 요구
- 노후화된 기존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콘텐츠를 재정비하여 핵심 콘텐츠로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보장하고, 가독성과 시각화에 초점을 맞춘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구독자
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
- 중복 및 미사용 게시판 정비, 홈페이지 카테고리 및 정보 입력 방법 매뉴얼화를 통한
콘텐츠 강화와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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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주요 개편 내용
❍ 개요
- 개편 기간: 2020.7.6. ~ 2020.9.5.
- 위탁업체명: ㈜워드앤코드
- 내용: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CIAP)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개선, 콘텐츠 재정비 등

❍ 홈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개선
- 공공기관 및 기업체 홈페이지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인포그래픽 사용 및 탭 기능 활
성화, 메인 디자인 변경 등 노후 된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편
- 자간, 글자 정렬, 오탈자 정비, 인포그래픽 등 사진 자료 추가, 연구 보고서 업로드 등
콘텐츠 개편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 생산
- KAPEX, Forum, News letter 등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의 핵심 콘텐츠가 부각될
수 있는 페이지 구조 설계를 통해 메인 콘텐츠의 접근성 향상

❍ 기타 개편사항
- 업데이트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게시판과 내용이 중복되는 게시판을 통·폐합하
는 등 홈페이지 게시판과 콘텐츠 재정비를 통한 홈페이지 내실화
- 홈페이지 메인에 뉴스레터 구독 버튼을 추가하고, 메인 하단에 새로 발간된 뉴스레터의
메인 이미지를 추가하여 뉴스레터 유입 인원 및 구독자 증가를 통한 성과 확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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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2년도 예비사업 발굴(안)
7.1. 미얀마
□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옥수수는 생산량 증대 및 수출 확산을 통해 미얀마의 축산업 발전과 농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함(Ministry of Commerce, Mid Term Program 2016).
- 미얀마 전체 옥수수의 약 55%는 샨(Shan), 40%는 만달레이(Mandalay), 마그웨
(Magwe), 사가잉(Sagaing), 에야와디(Ayeyarwady), 나머지는 카야(Kayar)에서
생산됨.
- 2020년 미얀마의 옥수수 생산량은 약 235만 톤으로 예측되며, 전체 옥수수 생산량
의 87%는 우기(5~10월)에 재배

❍ 옥수수 생산량의 약 80%는 사료로 이용되며, 경제성장에 따라 국내외에서 사료 제조를
위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 C.P.(태국), Japfa(인도네시아), New Hope(중국), 선진(한국), De Heus(네덜란드)
등의 외국 업체가 진출해 있고, 사료는 가금류, 양돈류, 양식업 등에 이용됨.

❍ 미얀마 옥수수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농민, 수집업자, 도매상인, 교역업
자, 국내 사료 제조업체, 해외 수입업자, 서비스 공급업자(정부 및 민간 부문)로 구분됨.
- 옥수수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는 지역별 농업 환경에 적합한 교잡종의 선
발, 효율적인 비료 이용 및 잡초 관리, 소규모 농지에 적합한 농기계 이용, 산지에서의
보전 농법 개발 등이 있음.
- 옥수수의 수확 전후 관리 과정에서 기술 및 시설 부족으로 인한 손실률이 높으며, 농
가들은 우기에 옥수수의 높은 수분 함유에 따른 곰팡이에 의한 감염 문제를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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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미얀마 옥수수의 가치사슬

자료: 2019년 미얀마 KAPEX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 서비스 공급은 정부기관(농업국, 농업연구국, 농기계국, 농업은행), 상인 연합회, 옥
수수농민연합회(Maize Farmer Association), 민간 은행, 민간 미디어 채널 등이 존
재함.

<표 7-1> 미얀마 옥수수 가치사슬 내 주요 서비스 행위자
구분

정부

민간

기관

역할

농업국(DOA)

투입재 이용, 작물 재배 등 농업기술 전달 및 농촌지도

농업연구국(DAR)

품종 및 생산기술 개발, 시범포 운영

농기계국(DAM)

농기계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농업은행(MOPF)

농업인 대상 저금리 대출 및 신용 제공

MRTV(MoNPC)

TV를 통한 농업 관련 정보, 소식, 시장 가격 동향 공유

사료업체

국내 옥수수 수요자

상공인연합회

국경 거래 등 옥수수 수출을 위한 협상 참여 및 여론 주도

옥수수농민연합회

정부 주도로 나웅초 타운쉽, 야사욱 타운쉽 등에 조직된 옥수수 생산자 단체로,
투입재 업체 및 정부를 통해 농가 대상 종자, 비료 공급 서비스 제공

자료: 2019년 미얀마 KAPEX 공동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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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농축산관개부(MOALI)는 우리나라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옥수수 가치사슬 개선
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옥수수가공시설 및 교육훈련센터 건립에 대한 협력사업을 요청함.
- 2019년 우리나라 농식품부의 KAPEX(‘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
산’) 컨설팅 사업에서 MOALI 농업연구국(DAR), 미얀마농업네트워크(MAN)와 샨주의
옥수수 가치사슬에 관한 공동조사 수행
- 제3회 아시아 7개국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19.10.31)에서 MOALI 농업연구국 측
에서 사업 제안
* 영문 사업명: “Establishment of Farmer Community-Based Maize Processing Complex
and Knowledge Center for Improving Maize Value Chain in Myanmar”

<참고> 2019년 미얀마 KAEPX 공동조사 주요 내용 및 결과 요약
❍ (조사주제) 미얀마 샨주(Shan State)의 옥수수 가치사슬 분석
❍ (조사기간) 2019.03.～12.
❍ (협력기관) 미얀마 농축산관개부(MOALI) 농업연구국(DAR), 미얀마 농업네트워크(MAN)
❍ (조사대상지) ① 북부 샨주(Northern Shan State) 촉메 지구(Kyaukme District) 나웅초 타운쉽(Naungcho
Township), ② 남부 샨주(Southern Shan State) 타웅지 지구(Taunggyi District) 야사욱 타운쉽(Yat
Sauk Township)
❍ (연구목적) 옥수수 생산, 유통, 판매, 수출 등 단계별 현황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정책적 및 기술적
시사점 도출, 관련 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 (연구대상 및 방법) 이해관계자(농민, 투입재 공급업자, 수집업자 및 교역업자, 서비스 제공업자, 사료제조업체,
옥수수 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 실시, 옥수수 생산 농가의 경제성 분석
❍ (연구결과)
- 2013년～2018년 미얀마의 옥수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증가율은 각 3～5%, 5～7%를 기록함. 2018년도
국내 사료 수요량은 전년도 대비 약 3%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도 수요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향후 미얀마에서 옥수수의 국내 시장 가격이 안정화되고, 수출 시장이 확대될 경우 옥수수의 재배면적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미얀마의 옥수수 가치사슬 개선하기 위해서는 1) 옥수수의 수확후 관리를 위한 건조 및 저장 인프라 구축, 2)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제 곡물 시장으로의 진입, 3) 옥수수의 식용화를 위한 생산 및 가공 기술 개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93

발, 4) 옥수수의 품질등급 수립 및 시장정보의 확산, 4) 관련 이해관계자의 수평적 및 수직접 통합 등이 필요함.
- 사업 발굴을 위한 우선 순위: 1) 옥수수 육종기반 구축, 2) 종자생산 보급체계 개선, 3) 수확 후 처리를 위한 지
역 단위의 옥수수 집하장 건설
- 사업발굴을 위한 시사점: 일정규모의 농촌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옥수수 가공시설(탈곡기, 건조기, 포장기,
저장센터)과 교육훈련센터 구축, 옥수수 생산자 농민의 조직화 및 농업연구 공무원의 역량 강화 필요

2)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 사업목표
❍ 지역사회 기반 옥수수 가공시설 및 교육훈련센터 구축을 통한 샨(Shan)주의 옥수수 가
치사슬 개선

□ 성과지표
❍ 미얀마

농업개발전략(Myanamr

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

and

Investment Plan 2018/19~2022/23)에 따른 거버넌스, 생산성, 경쟁력 부문의 성과
지표 활용.

<표 7-2> 농업개발전략에 따른 ’거버넌스‘ 부문 성과
성과(Outcome)

1.5 농민, 조직, 연합회의 조
직력 강화 및 농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농민, 민간 부문
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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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출물(Outputs)

1.5.1.

농민 연합회 육성, 농업인의 마케팅 역량 강화, 관련 정부 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

1.5.2.

농민 조직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1.5.3.

주/지역, 국가 단위에서 농축산관개부와 농민 조직의 정기적인 회의 소집

1.5.4.

산업 연합회와 농축산관개부의 정기적인 회의 소집

1.5.5.

농업 협동조합 등록을 위한 협동조합국(DOP) 내 관련 부서 설립

<표 7-3> 농업개발전략에 따른 ’생산성‘ 부문 성과
성과(Outcome)

구분

산출물(Outputs)

2.1.7.

수확 후 관리 기술 연구 활성화

2.1.17.

농업연구 및 농촌지도 연계 강화를 위한 연간 회의 개최

2.1.18.

농업인 훈련교육센터 및 실험연구장의 설립 및 복구

2.1.19.

품목별 매뉴얼 개발을 통한 농업연구와 농촌지도간의 연계 강화

2.2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협
력을 통한 영농교육 시스템
개발

2.2.8.

농민 조직(작목반, 연합, 협동조합, 연합회)의 역량 강화

2.5 개선된 투입재 및 농업
기술 이용성 증대

2.5.4.

육종 및 원종 생산을 위한 종자연구소의 역량 강화(지역사회 기반 종자 생산시스
템 구축)

2.8 지속가능한 농업, 우수
농산물(GAP), 우수축산물
(GAHP),
우수수산물
(GFP), 유기농산물의 생산
방식 채택

2.8.2.

쌀, 두류, 채소, 과일, 축산품, 유제품, 꿀, 현금작물을 포함한 작물의 우수농산물
생산 및 고부가가치화 달성

2.1 작물, 축산, 수산업 부
문의 연구 시스템 개선 및
농민 및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한 농업 연구 활성화

<표 7-4> 농업개발전략에 따른 ’경쟁력‘ 부문 성과
성과(Outcome)

구분

산출물(Outputs)

3.5 농촌 지역의 인프라
개선

3.5.11.

농촌 지역 내 저장 및 냉장시설 설립, ICT를 활용한 유통 추적 시스템 도입을 통한
시장 및 물류 인프라 개선

3.6 농산물 가치사슬 개선
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이
해관계자간 협력 활성화

3.6.5.

특정 품목의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농민 조직 형성

3) 기대효과
□ (한국측)
❍ 옥수수 저장 및 가공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구축과 기자재 공급으로 관련 산업의 진출
여건 구축
❍ 현지진출 사료회사의 공급망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기반 조성

□ (미얀마측)
❍ 지역사회 기반 옥수수 가공시설 및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통한 옥수수 수확후 가공역량
제고, 옥수수 생산자 조직의 육성 및 가격 교섭력 개선으로 농가 수취가격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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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의 연구시설 개선 및 옥수수 교잡종 생산·보급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역량 강화

4) 수원국 관련기관
□ 수혜자
❍ (직접 수혜자) 미얀마 옥수수농민연합회(Maize Farmer Association), 미얀마 농축산
관개부(MOALI) 농업연구국(DAR) 공무원
❍ (간접 수혜자) 농축산관개부 농업국 농촌지도 공무원, 민간 부문(옥수수 교역업자, 투입
재 관계자, 사료 제조회사 등)
□ 수혜자수: 약 3,000명 (샨주 나웅초 또는 야사욱 타운쉽의 옥수수생산자연합회 회원 농가)

5)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사업비 : 2022~2025/6(3~4년) / 약 70억원
□ 대 상 지 : 샨주 내 2개 타운쉽(나웅초, 야사욱), 네피도(Naypyitaw) 탁콘 타운쉽
(Takkone Township) 내 농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 연구시설
① 북부 샨주(Northern Shan State) 촉메 지구(Kyaukme District) 나웅초 타운쉽
(Naungcho Township)
② 남부 샨주(Southern Shan State) 타웅지 지구(Taunggyi District) 야사욱 타운쉽
(Yat Sauk Township)
* 대상지: 2개 타운쉽 중 선택 가능 + 탁콘 타운쉽 연구시설

□ 사업내용별 구성요소
① 지역사회기반 옥수수가공시설 및 교육훈련센터(Maize Processing Complex and
Knowledge Center, 약칭 MPCKC) 구축 : 옥수수 가공, 보관시설 및 관련 기계 등
장비 지원, 기술교육센터 구축
② 옥수수농민연합회 및 운영위원회 조직 : 옥수수농민연합회의 조직 체계화, 협동조합
육성
③ 교잡종 생산 및 배가반수체 기술 도입을 위한 탁콘(Takkone) 연구시설 개선 : 탁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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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보호장 및 소규모 연구실) 개선, 배가반수체 옥수수 품종 육성, 전문가 기술
교육
④ 역량강화 : 옥수수농민연합회 및 운영조직의 교육훈련, 옥수수 수확 전·후 관리에 대
한 기술교육 제공, 옥수수 가공시설 운영 교역, 시설 및 협동조합 운영 등 관련 법, 제
도 구축
⑤ 사업관리

□ 수원국 예비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기간) 2019.3~2019.12
❍ (출장지역) 미얀마 양곤(Yangon), 네피도(Naypyitaw), 샨(Shan) 외
❍ (출장자)
- 한국 : 허장 박사(KREI), 이용선 박사(KREI), 민황기 박사(전 강원도농업기술원장),
이효정 박사(KREI), 조선미 연구원(KREI)
- 미얀마 : Naing Kyi Win 국장(농업연구국), Aung Moe Myo Tint 박사(농업연구
국), Khing King Htwe 박사(농업연구국), Ohnmar Khaing 박사(미얀마 농업네트
워크) 외

2) 사업추진 필요성
□ 정책적 필요성
❍ 우리나라의 「미얀마 국별협력전략(CPS)」에 따른 중점협력분야(지역개발)와 부합
❍ 정부의 「국정과제」 98(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99(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에 따른 정부의 신남방 정책 및 개발원조 관련 과제에 부합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달성에 기여 가능

□ 국가전략 「미얀마 농업개발전략(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and
Investment Plan 2018/19-2022/23: 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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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S는 1) 거버넌스 개선 및 농업개발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 2) 생산성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 3) 시장 연계성 및 경쟁력 개선이라는 3가지 핵심 원칙(Pillar)에 기반
하여 원칙별 성과(Outcome)을 제시함.
- 생산성 원칙에 따른 성과는 총 9개로 구분되어 제시됨.

<표 7-5> 미얀마 농업개발전략(ADS)에 따른 생산성 원칙 관련 성과
구분

성과(Outcome)

2.1.

작물, 축산, 수산업 부문의 연구 시스템 개선 및 농민 및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한 농업 연구 활성화

2.2.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협력을 통한 영농교육 시스템 개발

2.3.

농민 및 민간 부문의 수요에 기반한 농식품 분야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개선

2.4.

관개 및 배수 서비스 개선 및 수자원관리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2.5.

개선된 투입재 및 농업 기술 이용성 증대

2.6.

농업 부문의 기계화 제고

2.7.

축산업 및 수산업 분야의 사육 방식 개선, 서비스 및 기술 개선

2.8.

지속가능한 농업, 우수농산물(GAP), 우수축산물(GAHP), 우수수산물(GFP), 유기농산물의 생산 방식 채택

2.9.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

자료: MOALI(2018: 40)를 토대로 저자 작성.

❍ 미얀마는 2017년 쌀과 두류 부문에 대한 개발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옥수수에 관한 개발
전략은 부재함.
- 옥수수의 국내 및 수입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역에서 재배 가능하여 성
장 가능성이 큰 농산물로 평가됨.
- 그러나 옥수수의 생산, 수확후 관리, 저장 등을 포함한 가치사슬 단계별 문제점이 존재하
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옥수수의 가치사슬 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도
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미얀마 「식품 가치사슬 로드맵 2016-2020」은 축산물의 생산량 증가, 사료 수요량 증
가에 따라 옥수수를 포함한 사료 작물의 생산성 제고가 필요함을 주장함.
- 옥수수를 포함한 사료 작물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수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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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별 면담내용
□ 주양곤 네덜란드대사관
❍ 대 미얀마 ODA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농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 농업 기술 등 소프트웨
어를 지원하는 것이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보다 효율적임을 경험하였음. 이와 더불어 정
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원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옥수수 수확 후 관리 시설 구축을 지원할 경우,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을 고려할 필요
가 있으며, 옥수수 생산 농가 뿐만 아니라 수집업자, 도매업자 등 가치사슬 내 다양한 이
해관계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농가와 유통업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17)

□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
❍ 사업 발굴시 가치사슬에 속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비즈니스 모
델로 접근함으로써 농민 조직화, 옥수수의 우수농산물(GAP) 인증, 유통 및 물류 비용,
옥수수의 품질 등급 기준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향후 사업 대상지로 샨주의 북쪽에 위치한 나웅초 타운쉽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는 현재 이 지역에 옥수수농민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옥수수 재배 농가의 우수농산
물에 대한 인식이 높은 수준임. 이와 더불어 이 지역에서는 네덜란드 및 Fresh
Stuido(NGO 단체)의 지원으로 유사사업(Sustainable and Affordable Poultry for
All: SAPA)이 추진되고 있음.
❍ 농업연구국은 과거 한국농어촌공사(KRC)의 지원으로 구축된 미곡종합처리시설(RPC)
구축 사업의 사례를 통해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마을 단위의 협력, RPC 운영을 위한 초
기의 자본 투자, 시설 운영인의 지도력 및 농가와의 신뢰도가 필수적임을 학습함. 향후
사업 추진시 옥수수농민연합회의 조직화 및 교육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 수준으로 육성
하고자 함.

17) Aye Aye Nwe(Agricultural Assistant, Embass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면담날짜:
201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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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양곤 사무소
❍ 미얀마의 쌀 부문 수확 후 관리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염벌레
(Fall Armyworm)의 피해가 상당하였음.
- 한국 측에서도 옥수수 가치사슬 관련 사업 발굴시 농가의 거염벌레에 대한 인식을 제
고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18)

□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양곤 사무소
❍ 미얀마 옥수수생산자연합회와 협력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소규모 농
가들은 유통업자 및 수집업자가 요구하는 옥수수 품질 및 사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
황임.
❍ 지원 시설에 대한 농가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지원된 시설이 지속적으로 유지 및 이용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비를 미얀마 측과 분담하는 방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9)

□ 생계식량안보기금(LIFT)
❍ 농가 대상 옥수수의 저장 및 건조시설을 제공하는 것보다 전체 가치사슬 시장을 고려하
여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구성 요소의 발굴, 농가의 금융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지원된 시설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시설의 운영 주체 및 유지 관리 비용의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함.20)

18) Tint Khine(Assistant FAO Representative), Reda Lebtahi(Emergency and Rehabilitation Coordinator) 면
담날짜: 2019.08.27.
19) Aye Aye Myint(Technical Advisor, GIZ), Win Pa Pa Soe(Agricultural Economist, GIZ),
면담날짜: 2020.08.27.
20) Curtis Slover(Agriculture, Rural Finance and Private Sector), 면담날짜: 2019.08.27.

100

❙

□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양곤 사무소
❍ 전체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농가, 유통업자 및 민간 부문을 아우를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대상지 농민의 토지 소유권 문제 및 농가 조직화 수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가 대상 우량 품종을 보급할 경우 아웅반(Aung Ban)에 위치한 농업연구국의 연구농
장(Research Station)을 활용할 수 있고, 시비법, 종자 품질 인증, 병해충 관리 등에 대
한 농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21)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양곤 사무소
❍ 「미얀마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 강화 사업(2019~2023/950만불)」은 농
업지도체계 구축, 농업지도사의 접근성 개선, 소규모 지식센터 구축 및 시범포 운영 등
을 지원, 사업대상지로 샨주의 야사욱(Yat Sauk Township)이 포함됨.
- KAPEX 발굴사업의 대상지 인근에 KOICA에서 지원한 지식센터가 설치될 경우 지
식센터 이용 및 옥수수 시범포 조성 등 기관 간 사업을 연계할 수 있음. 향후 사업관리
위원회(PMC) 및 농축산관개부 농업국(DOA)과의 협의를 통해 지식센터 설립 대상지
가 결정될 경우 상호 공유할 예정
❍ 농축산관개부 내 농업연구는 농업연구국(DAR), 농업지도는 농업국(DOA), 농민조직화
등의 업무는 협동조합국(DOC)에서 담당함에 따라 부처 간 업무의 분절화가 존재함.
- 향후 사업 구상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체계를 구상해야 할 것임.22)

□ 선진사료
❍ 미얀마의 경제성장 및 육류소비 증가로 사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ODA사업으로 일정 수준의 지속적인 옥수수 물량 공급, 원료 납품을 위한 운송 및 물
류 체계 개선, 농가 단위에서 운영 가능한 소규모의 건조 및 정선기가 지원될 필요가
있음.23)

21) Ben Belton(Assistant Professor, MSU), Grahame Hunter(Chief of Party, IFDC),
면담날짜: 2019.08.28.
22) 김지훈 부소장, 배도찬 농업 전문가(한국국제협력단), 면담날짜: 2020.2.19
23) 황순호(Director, Chief Operation Officer), 박천웅(사료제조 기술 R&D), 면날날찌: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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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대상지 조사결과
□ 샨주(Shan State) 내 사업 대상지
□ 샨주 개황
❍ 샨주는 북쪽의 중국, 동쪽의 라오스, 남쪽의 태국과 국경을 접하며, 서쪽으로는 미얀마
5개 관구(Division)와 맞닿아 있음.
- 샨주는 미얀마의 총 14개의 주(State)와 관구(Division) 중 가장 큰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15만 5,800㎢, 전체 국토의 4분의 1을 차지함.
- 고산 지대로 가장 높은 지역의 평균 해발고도는 2,673m이며 비교적 서늘한 기후를
보임.
- 샨주는 크게 북부 샨주(Northern Shan State), 동부 샨주(East Shan State), 남부
샨주(South Shan State)로 구성되며, 총 14개의 지구(District)로 구성됨. 주요 도시는
라시오(Lashio), 켄퉁(Kengtung), 주도(Capital City)인 타웅지(Taunggyi)임.
- 2014년 샨주의 전체 인구는 582만 4,432명이며 전체 인구의 86%는 농촌에 거주함
(Ministry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 2015: 1). 또한 9개의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인종이 다양한 편임.

❍ 샨주의 주요 산업은 농업, 무역 및 유통업, 광물업, 관광업 등이며,24) 주요 농산물은 쌀,
옥수수, 콩, 감자, 사탕수수, 차, 커피, 망고, 채소류 등임.25)
- 샨주 전체 토지의 230만 ha은 농경지로 이용 가능하나, 현재 약 80만 ha의 농지만
이용됨.
- 유리한 농업 환경과 중국, 태국 등 수출 국가와 인접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향후 이
지역의 농업 성장 및 농산물 수출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저조한 농업 생산성, 농산
물의 저장·포장·가공을 위한 인프라 부족, 농산물 시장가격정보 시스템의 부재, 낙후
된 농업기술, 농민의 금융 접근성 부족 등이 해결과제임.
24) https://investmyanmar2019.com/regions-shan-state/shan-state-a-future-agricultural-pow
erhouse/: 2020.03.30.
25) https://www.mmtimes.com/news/agriculture-economic-driver.html: 자료검색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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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지는 북부 샨주 촉메 지구(Kyaukme District)에 속한 나웅초 타운십
(Naungcho Township)과 남부 샨주 타웅지 지구(Taunggyi District)에 속한 야사욱 타
운쉽(Yat Sauk)임. 만달레이, 양곤까지의 도로 사정은 나웅초 및 야사욱 모두 양호한 편임.
- 나웅초 타운쉽의 평균 해발고도는 840m이며 연중 강우 일수는 90~130일, 연간 평
균 강우량은 47~70인치(inch)임. 온화한 기후를 보이며 겨울의 평균기온은
6.1~27.2℃이며, 여름의 평균기온은 16.1~35.5℃를 보임.
- 야사욱 타운쉽의 평균 해발도고는 910m, 주도인 타웅지로부터 약 48km 떨어져 있음.
- 2014년 나웅초 및 야사욱 타운쉽의 전체 인구수는 약 14만 9,800명, 12만 6,600명임.

<표 7-6> 나웅초 및 야사욱 타운쉽의 인구 현황(2014)
단위: 명

구분(Township)

전체 인구

남성

여성

나웅초

149,842

75,761

74,081

야사욱

126,567

64,961

61,606

자료: Ministry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 2015: 16.

❍ 2017년 샨주의 옥수수 파종면적, 수확면적, 생산량은 각 270만 899ha, 270만 826ha,
107만 5,961톤을 기록하였음. 단수는 ha당 4.0톤을 기록함.26)
- 옥수수의 파종 및 수확은 대부분 수작업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수확한 옥수수는 콘크
리트 바닥에 자연 건조함.
- 옥수수의 품질 제고를 위한 건조 기계 및 기술의 현대화가 필요함.
❍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약 60%는 수출용으로 사용, 나머지 40%는 양곤, 만달레이, 샨주
에 위치한 국내 사료 업체로 유통됨(Myanmar’s Corn Value Chain: Mekong
Buisness Initiative 2017)
- 미얀마의 경제성장에 따른 축산물 수요 증가로 국내 옥수수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임.

26) Myanmar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s://www.mmsis.gov.mm/: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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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미얀마의 옥수수의 수출량과 수출액은 약 2억 5,400만kg, 2억 3,700만 달러
를 기록함. 수입량과 수입액은 각 1,200만 kg, 3,900만 달러를 기록함.
- 전체 옥수수 수출액의 약 97%는 중국이 차지하여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

<표 7-7> 미얀마의 옥수수 수출입 현황(2018)
단위: 천 kg, 천 달러

수출

수입

구분

수출량

수출액

구분

수입량

수입액

중국

228,258

231,622

인도

5,842

22,467

필리핀

22,458

5,349

태국

4,776

15,603

스리랑카

2,068

437

미국

1,042

644

태국

1,768

431

한국

492

317

싱가포르

233

46

남아프리카

76

30

세계전체

254,947

237,928

12,238

39,067

세계전체

주: HS Code(1005)
자료: UN Comtrarde(자료검색일: 2020.4.9.).

□ 사업대상지의 옥수수 가치사슬 단계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가. 생산
❍ (주요 생산지 및 생산시기) 샨주 전체 농민의 54%는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체
옥수수의 85%는 고산지대에서 재배됨. 일반적으로 옥수수 수확 이후엔 휴경함.
- 미얀마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87%는 우기(5월 중순~10월)에 샨(Shan), 카야
(Kayar), 카린(Karin)에서 재배, 나머지 13%는 만달레이(Mandalay), 마그웨
(Magwe), 사가잉(Sagaing), 에야와디(Ayeyarwady) 내 일부 관개가 가능한 지역에
서 우기가 끝난 10월~2월에 재배됨.
- 2018년 미얀마의 전체 옥수수 재배면적은 약 124만 6,500 에이커로 재배면적의 비
중은 샨주(54%), 사가잉(15%), 카야(5%), 마그웨(6%), 에야와디(3%) 순임.
- 국가 전체적으로 옥수수의 평균 수확량은 에이커 당 1.44톤이며, 샨주의 평균 수확량
은 에이커 당 1.61톤임(Myanmar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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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 및 평균 시장 가격) 샨주의 옥수수 평균 생산량은 3.82톤(ha 당), 시장 가격은
약 168달러(톤 당)를 기록함.
- 옥수수 생산에 따른 손익비율은 약 1.05로 조사됨(2019 KAPEX 미얀마 공동조사 결
과보고서).
- 농가 단위의 옥수수 수확량은 (1,255 viss/ acre), 농가 평균수취가격은 429 MMK
(미얀마 짯)/ viss을 기록
* 1 viss = 약 1.63kg, 1 달러(USD) = 1,333 MMK

❍ (종자) 샨주에서는 주로 방임수분품종(Open Pollinated Variety)과 교잡종(Hybrid
Variety)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 중 교잡종이 활발하게 재배됨.
- 주요 재배 옥수수 품종은 CP808(65%), NK621, GT722 등임.
- 국내시장에서 옥수수의 품종별 가격 차이는 그리 높지 않으나, 수확 시기 옥수수의 수분
함유량이 높아 적정 가격이 산정되는 것이 어려움.
- 옥수수 재배 농가의 CP 품종(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투입재 공급업체 또한 CP를
포함한 다국적 업체의 종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음. 현재 야사욱 타운쉽에서 CP
품종의 시장 점유율은 60~70%임. 일반적으로 교잡종 품종의 가격은 1팩(5kg)당
13~25달러임.
- 미얀마 정부에서 개발한 예진교잡종(Yezin Hybrid Variety)이 있으나, 품종 보급
및 확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실제 농민의 이용률은 낮은 실정임.
* CP는 1998년 CP888 품종을 미얀마에 도입함. 도입 초기 신품종에 대한 농가의 재배 의향은
낮았으나, 신품종이 지역 내 농업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재배 농가 수가 증가함.

❍ (농업금융) 샨주의 옥수수 재배 농민들은 투입재 공급업체로부터 현금 판매 및 대출제도
를 통해 Lima Grain, CP, Seed Asia의 종자와 비료를 구매해오고 있음.
- 투입재 공급업체는 대출제도를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및 농약 등 투입재를 제
공, 수확 시기 농가로부터 상환금 또는 상품형태로 상환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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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 상당수의 농민들은 품종별 생산량 등 종자에 대한 정보 부족, 병해충 관리 기
술 정보 부족, 파종 및 수확 시기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품종에 대한 품질
인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나웅초 타운쉽의 옥수수 재배 농가의 수는 약 5,000명이며 농가당 평균 옥수수 재배
면적은 약 2.5ha임.
- 농가의 옥수수 재배 면적의 편차가 큰 편으로 대규모 농가는 자체적으로 옥수수를 생
산, 수확 후 관리, 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수확 후 옥수수 가격이 높은 시기에
판매함.

❍ (사업 대상지 기존 농민 조직)
- (나웅초 타운쉽) 이 지역의 옥수수생산자연합회는 농가의 비료 구매시 상인과의 협상
에 참여하고 있으나, 생산자 단체로서 공동 생산 및 출하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적정 가격으로 우수한 종자 및 비료 확보, 옥수수 생산량 증대
를 위한 기술 전수, 계약 재배 등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야사욱 타운쉽) 이 지역의 옥수수생산자연합회는 농가 대상 생산기술 전수, 투입재
및 시장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18년에 조직되었으며, 회원 수는 약 3,000명임.
정부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고자 하며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함.

❍ (농민 교육 현황) 정부에서 TV 및 미디어를 통해 농산물 시장가격 정보를 제공, 상거래
연합회(Commodity Exchange Association, CEA)는 지역별로 농산물 도소매 가격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음. 그러나 농가의 옥수수 시장 가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낮음.
- 현재 미얀마 MOALI 농업국(DOA)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비료 이용 등 농업 기술에
필요한 메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해오고 있음.
- 아울러 아세안(ASEAN) 기준에 부합한 방향으로 옥수수를 포함한 주요 17개 작물에
대한 우수농산물(GAP)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27)

27) www.myanmarstandards.org.mm

106

❙

<그림 7-2> 탁콘 지역의 농업인 교육 모습

탁콘 및 Loik Kaw Research 농장에서의 농가의 자발적 교잡종 품종 선발 현황

나. 수확후 관리

❍ 옥수수는 건조한 시기에 수확, 농가들은 탈곡업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하고 탈곡 작업을
거치며 상품화되고 있음.

<그림 7-3> 샨, 네피도 지역의 옥수수 생산 및 수확 모습

샨 고원 지대의 옥수수 생산

네피도 지역의 옥수수 수확

❍ (농민 교육 필요성) 옥수수 재배 농민의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농가 수취
가격이 낮으며, 이는 수확 직후 중개업자와 수집업자에게 옥수수를 판매하는 농가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함.
- 나웅초 타운쉽의 농가는 불안정한 시장 수요, 높은 투입 비용, 기후변화, 병해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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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부족 등을 우선적인 문제점으로 지적
- 야사욱 타운쉽의 농가는 불안정한 시장 수요, 투자 부족, 높은 투입재 비용 등을 문제
점으로 지적

❍ (수확 후 관리 문제점) 농가들은 생산한 옥수수를 사료업체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약
14%의 수분 함유량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현재 건조 시설 및 기술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 고소득 농가는 건조기 또는 탈곡기를 보유하고 있어 수확 후 옥수수 건조 및 관리에
어려움이 크지 않음.
-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들은 옥수수를 개별적으로 생산하여 임시방편의 그늘시설, 난
로 등 초보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저장 및 관리하고 있어 가치사슬 단계에서 생산자
단체의 영향력과 가격 교섭력은 낮음.

<그림 7-4> 옥수수 수확 후 관리, 정선 및 건조 모습

옥수수 수확 후 관리 방식(전통적)

타웅지(Taunggyi) 지역의 옥수수 정선, 건조 현황

❍ (수확 후 품질 관리) 옥수수의 수확 전후 발생하는 품질 및 수량의 손실률은 약 20~30%
로 추정됨(2019 미얀마 KAPEX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 수확 시기 강우 일수가 길어짐에 따라 운송, 건조, 정선 과정 문제 발생
- 나웅초 타운쉽에서 초기 수확기에 재배된 옥수수에 대한 수요는 높은 반면, 후기 수확기
에 재배된 옥수수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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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농가들은 후기 수확기에 생산된 옥수수를 개별적으로 창고에 보관, 이 과
정에서 옥수수의 품질 하락 문제가 발생함.
- 수확 후 저장 단계에서 옥수수 낟알의 수분 함유가 높아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 감염
문제가 발생함.

다. 유통 및 수출

❍ 미얀마에서는 연간 160만 톤 이상의 옥수수가 생산되며(MOALI, 2014), 약 90만 톤의
물량은 인접국가로 수출됨(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2014).
- 최근 중국의 옥수수 교역에 관한 규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과거와 비교하여 옥수수 교
역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이와 더불어 미얀마 내 국내 사료 업체의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민들
이 국내 사료 업체가 요구하는 크기, 색깔, 수분 함유량 등 필요기준을 충족하는 옥수수
를 생산하기에 역부족한 상황임.

❍ (유통 현황) 샨주에서 옥수수는 주로 남부 샨주에 위치한 아웅반(Aung Ban)과 북부 샨
주에 위치한 무세(Muse)에서 거래되며, 아웅반에서 거래된 옥수수는 무세를 거쳐 중국
으로 수출됨.

<그림 7-5> 샨주 무세(Muse) 국경거래지구(Border Trad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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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세 지역에서의 수집업자 및 교역업자가 샨주의 옥수수 시장가격을 형성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
- 남부 샨주에서 생산된 옥수수는 주로 양곤(Yangon), 중국 국경과 인접한 무세, 태국
국경과 인접한 미아와디로 유통됨.
- 나웅초 타운쉽의 옥수수 시장 가격은 주로 수집업자와 국경지대에서 중국과의 옥수
수 거래 가격에 따라 결정됨. 야사욱 타운쉽에서 생산된 옥수수는 나웅초로 수집되어
중국으로 수출됨.
- 양곤으로의 유통 비용이 높고, 옥수수의 품질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 농가들은 중국의
수입량이 낮은 상황에도 옥수수를 저장하였다가 무세 시장을 통해 중국으로 판매하
기를 희망함. 이 과정에서 품질 하락 문제 발생
- 유통단계에서의 문제점은 불안정한 시장, 가격 변동, 건조 및 정선 시설의 부족, 투자 부
족 등임(2019 미얀마 KAPEX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 샨주에서 생산된 옥수수는 중국 국경과 인접한 북쪽 무세(Muse), 태국 국경과 인접한
미아와디(Myawaddy)로 수출되거나 국내에서는 양곤 등 주요 대도시로 유통되어 국내
사료로 이용됨.

<그림 7-6> 북부 샨주 라시오 지역의 옥수수 건조, 정선 및 저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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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농가들은 옥수수를 수집업자에게 납품하며 수집업자들은 농민들로부터 옥
수수를 수매하여 도매상인에게 판매해오고 있음.
- 옥수수의 가격은 수분함유량, 색깔, 낟알을 기준으로 도매상인에 의해 결정되며, 일
반적으로 요구되는 수분함유량 기준은 15%임. 도매상인은 옥수수의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시장 수요 및 중국과의 거래 가격을 토대로 옥수수의 가
격과 품질을 판정함.
- 도매상인은 농민에게 종자와 비료 등을 제공하기도 하며, 건조기, 탈곡기, 정선기와
같은 시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여 옥수수를 보관 및 저장해오고 있음.
- 교역업자들은 옥수수 저장 및 유통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및 수출시장에 옥
수수를 판매해오고 있음.

❍ (국내 유통) 국내에서는 CP(태국), 선진(한국), New Hope(중국), De Heus(네덜란드),
Green Feed(베트남)를 포함한 해외사료업체로 납품되고 있음.
- 지방에서는 민간업자에 의해 중소규모의 사료 공장이 운영되고 있음. 미얀마에서 상
위 12개 사료업체의 총 사료 생산 가능량은 약 10만톤(월 기준)으로 추정됨(Mekong
Business Initiative, 2017).

<표 7-8> 미얀마 상위 사료 제조업체 현황
구분

투자형태

생산량(MT/월)

위 치

C.P.

FDI

23,000~25,000

양곤, 만달레이, 타웅지, 촉메

Japfa Comfeed

FDI

15,000~18,000

양곤, 만달레이

New Hope

FDI

4,000~4,200

양곤

Sunjin

FDI

2,500~3,000

바고

De Heus

FDI

2,000~2,500

양곤, 만달레이

Htoo Thit

국내업체

10,000~12,000

양곤

Crystal Diamond

국내업체

4,000~4,200

양곤, 만달레이

KT

국내업체

3,500~4,000

쉐보(Shwe Bo)

자료: 미얀마축산연합회(Myanmar Livestock Federation), 2019년 미얀마 KAPEX 공동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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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현황) 2017년 미얀마의 옥수수 총 수출량은 약 88만 톤(MT)을 기록, 그 가운데
약 78~95%는 중국으로 수출됨.
- 그 밖에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홍콩, 대만 등이 미얀마의 옥수수를 수입
해오고 있음.
- 미얀마의 옥수수 수출량은 2014년 54만 톤, 2017년 88만 톤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미얀마에서 옥수수는 CODEX STAN 153:1985에 따라 국가적 품질 등급 기준이 마련됨.

<표 7-9> 미얀마의 옥수수 품질 등급 기준
구분

기준

수분(moisture)

15%

유기물의 불순도(impurities of organic mateirals)

0.5%

무기물의 불순도(자갈, 모래 등) (impurities of inorganic materials)

0.5%

중금속 함유량(heavy metal)

0.00

잔류농약 허용량(Maximum Residue Limits of Pesticides and Food Hygiene Due
t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RCP-L-L96

우수 제조포장 채택 여부(Adoption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Packaging)

Codex STAN I-1985

타 유형 옥수수의 혼합률(Mixed of other off type maize)

5%

낟알 손상률(damage kernel)

0.05~7%

깨진종자 함유량(SO 5223-1983)

6.00%

기타 곡물 함유량(Other crop grain)

2.00%

자료: 2019년 미얀마 KAPEX 공동조사보고서.

5) 조사자 종합의견
❍ 2013년~2018년 미얀마의 옥수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율은 각 3~5%, 5~7%를 기
록함.
- 2018년 국내 사료 수요량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세계 옥수수의 생산 및 소비량, 수출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CSO,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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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19 KAPEX 공동조사보고서).
- 2013~2014년 미얀마의 국내 옥수수 가격은 세계 평균 가격보다 약 20% 정도 높았
고, 전반적으로 월별 옥수수의 가격 변화는 세계 가격 변화와 동조적인 것으로 나타
남. 미얀마의 국내 옥수수 가격은 중국의 수요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음.

<표 7-10> 미얀마의 사료 수요(2016~2020)
단위: 백만톤

구분

2016

2018

2020

양계

1.6

1.7

2.1

양돈

0.5

0.6

0.8

양어 및 양식

0.4

0.5

0.7

기타

0.1

0.2

0.3

전체

2.6

3.0

3.9

자료: 미얀마축산연합회(Myanmar Livestock Federation), 2019년 미얀마 KAPEX 공동조사보고서

❍ 미얀마에서 옥수수의 수익성은 타 작물(흑녹두, 녹두, 병아리콩, 유지작물) 에 비해 높으
며(세계은행, 2016), 국내 사료제조 업체와 중국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해 2020년 생산
량은 약 235만 톤으로 예측됨.
- (미얀마 옥수수 산업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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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약점) 개별 농가의 우량 종자 접근성 부족, 옥수수의 높은 수분 함유량, 비료 및 제초
제 등 투입재의 낮은 품질, 농민의 신용 접근성 부족, 전기 및 인프라 부족, 거염벌레
병 발생 등
- (기회 요인) 국내 및 인접 수출시장의 옥수수 수요 증가, 사료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
용 창출 기회 등
- (위험 요인) 기후변화, 불안정한 옥수수 시장 가격, 수분함유량 관리를 위한 수확 후
기술 부족, 높은 물류비용, 중국과의 불안정한 국경 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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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미얀마 옥수수 산업의 SWOT 분석
강점
기계화된 농업
규모화된 국내 사료시장의 존재 및 확대 가능성
아세안 시장 및 중국의 옥수수 수요 증가
계약재배를 통한 우량종자 확보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

약점
농가의 우량 종자 접근성 부족
옥수수의 높은 수분 함유으로 인한 수확 후 손실 문제
비료 및 제초제 등 투입재의 낮은 품질
농민의 신용 접근성 부족
전기 및 인프라 부족

기회

국내 및 인접 수출 시장의 옥수수 수요 증가
사료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고용 창출
에탄올과 같은 타산업용 작물로의 활용 가능성

위협
기후변화
불안정한 옥수수 시장 가격
옥수수의 수분함유량 관리를 위한 수확후 기술 부족
열대거세미나방(Fall Army Worm) 피해
높은 물류비용
중국과의 불안정한 국경 거래

자료: 2019년 KAPEX 공동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저자 작성.

❍ 향후 미얀마에서 옥수수의 국내 시장 가격이 안정화되고 수출 시장이 확보될 경우, 옥수
수의 재배면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미얀마의 옥수수 가치사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옥수수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건조 및 저장 기술과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함.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
시장에 진입할 필요가 있음. 사료 이외 맥주, 전분 등 옥수수를 식용화하기 위한 가공
기술이 개발되어야 함.
- 이와 더불어 옥수수의 품질 강화를 위한 관련 기준이 마련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격 및 품질에 관한 정보가 확산되어야 함.
- 나아가 옥수수의 수확 후 관리, 저장 및 건조 단계에서 자본 투자, 인프라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의 통합적 연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① 옥수수 가치사슬 내 이해관계자의 기능 및 역할 이해
❍ 생산자, 수집업자, 도매업자 등 가치사슬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농가와 유통업자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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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축산관개부 내 사업추진체계 구성
❍ MOALI 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부서가 복수로 존재하며 이에 따라 사업추진체계를
적절하게 구성함으로써 부서별 역할 수행과정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업연구는 농업연구국(DAR), 농업지도는 농업국(DOA), 농민조직은 협동조합국
(DOC)에서 담당함.

③ 옥수수 육종 기간 조성 및 정부보급 품종의 확대 방안
❍ 농업연구국(DAR)의 배가반수체 기술 도입을 통한 옥수수 육종기반 조성 필요
- 국제옥수수밀연구소(CYMMIT)에서 배가 반수체(Doubled haploid) 기술로 옥수
수 순수계통(Pure line)을 단기간에 얻는 방법을 개발하여 옥수수 신품종개발 기간
이 더 단축되었음. 이러한 신기술을 도입하여 옥수수 육종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함.
- 향후 사업 추진시 CIMMYT과는 미얀마 DAR의 옥수수 배가반수체 기술 도입, 역량
강화 지원 부문에서 협력 가능

❍ 정부보급 품종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는 농업연구국(DAR)이 품종 육성부터 종자생산
보급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
- DAR에서 품종 육성부터 종자 생산･보급까지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면 우수 품종
육성 후 농가에 종자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가 있음.
* 한국의 강원도 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MRI)의 발전 경험 참고

④ 수확 후 관리시설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고려
❍ 미얀마에서 옥수수종합처리장은 옥수수 농가에서 수확한 생산물을 탈립(Shelling)하지
않은 이삭으로 수매하기는 곤란하고, 탈립한 알곡(Grain)을 수매하여 건조, 정선, 저장,
판매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옥수수종합처리장을 운영
하는 주체를 선정하는 것인데, 농민단체는 것은 사업운영 능력이나 자본조달 등에 한계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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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에 대한 농민 조직의 주인의식 강화, 지원된 시설의 지속적 유지,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⑤ 농민 조직화
❍ 농업연구국은 과거 한국농어촌공사(KRC)의 지원으로 구축된 미곡종합처리시설(RPC)
구축 사업의 사례를 통해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마을 단위의 협력, RPC 운영을 위한 초
기의 자본 투자, 시설 운영인의 지도력 및 농가와의 신뢰도가 필수적임을 학습함.
- 향후 사업 추진시 옥수수농민연합회의 조직화 및 교육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 수준으
로 육성하고자 함.

❍ 옥수수농민연합회를 농자재 공동구매, 옥수수 공동판매, 시설 공동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동조합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⑥ 민관협력을 위한 현지 진출 사료업체와의 협력 창구 마련
❍ 미얀마에서 생산된 옥수수의 약 80%는 양곤(Yangon), 만달레이(Mandalay), 샨주
(Shan State) 등에 위치한 사료 공장으로 납품되며, 소, 양돈, 가금류 등의 사료로 생산됨.
- 현재 CP(태국), 선진(한국), New Hope(중국), De Heus(네덜란드), Green Feed
(베트남)를 포함한 사료 기업들이 미얀마에서 사료 분쇄기를 운영하고 있음.
❍ 한국의 선진사료는 2013년 미얀마에 공장을 설립, 2014년부터 사료 제조사업을 추진
해오고 있음. 샨주, 네피도, 델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를 중간업자와 유통업자를
통해 구입하고 있음.
❍ 선진사료와 같은 사료업체들이 농가로부터 옥수수를 직접 수매할 수 없는 이유는 옥수
수의 낮은 수량, 가격 변동, 비효율적인 유통망 등임.
- 선진사료가 수매 시 요구하는 옥수수의 품질 기준은 단백질 함유량 7~8.5%,
6.5~7.5%, 수분함유량 14%, 곰팡이 낟알 함유량 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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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조직화를 통해 사료 업체와 농가 간 옥수수 공급에 관한 계약 영농이 이루어질 경
우 우수한 품질의 옥수수를 안정적인 가격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미얀마 축산연합회, 선진사료 면담 결과, 2019.8).

⑦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옥수수의 가치사슬 개선 방안 수립
❍ (사업 대상지 : 나웅초 타운쉽) 농가들은 옥수수 생산에 필요한 비료 및 투입재를 확보하
는 과정에서 정보 및 재원 부족 문제점을 겪고 있음. 또한 옥수수 생산에 필요한 제초제
이용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우기에는 옥수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자재가 부족하므로, 농업부 차원에서 관련 교육 및 시설을 제공해주길 희망함.
- 현재 옥수수 시장 가격의 불안정성 높아 농가의 옥수수 재배 회피 성향이 높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옥수수 가격 관측 시스템을 통해 농가를 대상
으로 옥수수 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해주길 희망함.

❍ (사업 대상지 : 야사욱 타운쉽) 야사욱 지역 내 옥수수 가치사슬을 개선하기 위한 농가의
제언사항은 지역 내 사료업체 확산을 통한 지역 내 수요 창출, 양곤으로의 물류 비용 감
소 등임.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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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1) 사업추진체계 및 국가간 분담사항
❍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위원회(Project Steering Committee, PSC)
KRC-PMCo-DOP(MOALI)
한국측

미얀마측

KRC

사업관리기구(PMC)
(DAR, DOA, DOC)

예산지원, 행정지원, 사업관리 등
↓
↓
사업수행기관(PMCo)

행정지원, 사업지원, 현장조성 등
↓
사업수행조직(PIU): 중앙정부, 지방정부

미얀마(현지수행)
-사업총괄(PM)
- 전문가지원
- 기자재 지원
- 행정업무 수행 등

국내(국내지원)
- 행정지원
- 자료 조사·준비
- 서류작업
- 초청연수 지원

시설 구축 지원 및 운영 등
지원 - 사업대상지 선정
→ - 세부 필요시설, 기자재 조사 및 확보
- 세부 역량개발 프로그램 수립
- 가공교육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 PMCo(Project Management Corporation, 사업수행기관), MOALI(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DOP(Department of Planning, 기획국), PMC(Project
Management Committee, 사업관리기구), DAR(Department of Agricultural Research, 농업연구국),
DOA(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업국), DOC(Department of Cooperative, 협동조합국),
PIU(Project Implementation Unit, 사업수행조직)

□ 국가간 추진체계 및 분담사항
한국
정부 주관부처

미얀마
PCP 제출 및 접수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
타당성조사
R/D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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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국 수원총괄기관

협력국 주관부처(MOALI)
↓

사업수행기관(PMCo)

사업수행
↔

사업관리기구(PMC) 및 사업수행조직(PIU)

시설구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역량개발 및 사업관리

분담사항 이행
↔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행정지원, 연수생
구성, 통관·면세 등
사업시행 관련 지원

❙

□ 주체별 주요 역할
구분

주체
사업추진위원회(PSC)

양국간

역할
사업 참여 부처 및 조직과 협력
사업 이행을 위한 전반적 지원 제공
사업추진위원회, 관련 부처 및 조직과 협력 지원

사업수행조직(PIU)

사업 이행, 관리 및 감독 총괄
관련 사업 보고서 작성

한국

국제
기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승인 및 이행 지원

농어촌공사

농식품부.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사업추진위원회(PSC)간 조율

한국국제협력단

농촌진흥연수원(AERDTC) 이용을 위한 협조 지원

국제옥수수밀연구소

옥수수 교잡종(배가반수체) 육종을 위한 기술 교육 지원
사업 승인 및 예산 관리

총괄

*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관리는 미얀마 정부의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집행
사업추진위원회 및 사업수행조직 조직 및 승인
관련 부처와의 협력 지원

기획국
(DOP)

양국간 사업 승인 및 이행을 위한 대내외적 조율 지원
사업 참여 관련 부처 및 조직과의 협력
전반적 사업 감독 및 평가 지원
사업 참여 관련 부처 및 조직과의 협력
사업수행조직(샨주 정부, 지역 농업국 사무소, 농촌진흥연수원) 지원

농축산관개부
(MOALI)

농민교육 장소 제공
농업국

* 교육내용: 옥수수생산및수확후관리, 협동조합, 새마을운동

(DOA)

샨주 농업국
- 사업 참여 관련 부처 및 조직과의 협력

미얀마

- 사업 대상지 선정 시 협조
- 사업 대상지(나웅초, 야사욱 타운쉽) 농가 대상 교육 제공
협동조합국
(DOC)
농업연구국
(DAR)
샨주 정부

사업 참여 관련 부처 및 조직과의 협력
사업 참여 농가 대상 협동조합 관련 교육 제공
옥수수가공시설 및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자문 제공
사업 참여 관련 부처 및 조직과 협력
작물 생산 및 수확후 관리 기술에 관한 교육 지원
옥수수 교잡종 생산을 위한 인적 역량 강화 지원 및 연구교육시설 관리
주정부 권한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 지원
지역사회 기반 옥수수가공연합회 조직을 위한 협조 지원

옥수수농민연합회

운영위원회 조직 및 사업수행조직과의 협력
연합회의 협동조합화를 위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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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소별 세부계획
① 지역사회기반 옥수수가공시설 및 기술교육센터(MPCKC) 구축
* 가공･저장시설과 교육센터를 총칭하여 옥수수가공시설 및 기술교육센터(Maize Processing
Complex and Knowledge Center, 약칭 MPCKC)로 명명
❍ 옥수수 가공, 보관시설 및 관련 기계 등 장비 지원
- 옥수수의 가공(탈곡, 건조, 정선 등) 시설 규모는 1일 300톤 규모
- 저장 창고는 1만 톤 규모
* 가공시설은 옥수수 뿐만 아니라 다른 곡물 용도로도 사용 가능
❍ 기술교육센터 구축
- 옥수수 종자 관리, 재배, 수확후 관리 등 교육센터 역할 병행

② 옥수수농민연합회 및 협동조합 육성
❍ 옥수수농민연합회(Maize Farmer Association) 조직 체계화
- 연합회 구성 및 체계화(운영위원회 조직 등)
❍ 협동조합(Cooperative) 육성
- 경제 및 신용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

③ 연구시설 개선, 품종 육종 및 기술교육
❍ 탁콘 연구시설(보호장 및 소규모 연구실) 개선
- 배가반수체(Doubled Haploid) 옥수수 품종 생산을 위한 연구시설
- 농축산관개부 농업연구국(DAR) 인근 탁콘(Takkone) 지역에 위치
* 한국의 옥수수연구소(MRI, 강원도 홍천 소재)는 강원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의 소속 기
관으로 식용 옥수수 종자의 생산, 정선, 농가 대상 보급,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농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옥수수연구소의 사례를 모범삼아 탁콘 시험연구장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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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반수체 옥수수 품종 육종
- 배가반수체 기술을 활용한 옥수수 품종개발 기술을 보유한 국제옥수수밀연구소
(CIMMYT)와의 기술 전수 및 예산 확보 측면에서 협력 가능
* DAR와 CIMMYT은 기술연구협력을 위해 Host Country Agreement(HCA) 체결
완료(2020년 3월), 향후 예진 및 네피도에 사무소 개소 가능

❍ 전문가 기술교육
- DAR 소속 옥수수 육종자(5인)를 한국의 옥수수연구소 또는 국제옥수수밀연구소
(CIMMYT)로 파견하여 배가반수체 기술에 관한 교육 제공
- 학습한 배가반수체 기술을 DAR 내 육종 분야 공무원 대상 교육 및 확산

④ 역량 강화
❍ 옥수수농민연합회 및 운영조직의 교육훈련
- 기존 시설물인 농촌진흥연수원(Agricultural Extension and Rural Development
Training Center, AERDTC)*을 활용하며 농업국(DOA) 주관으로 실시
* 한국국제협력단 미얀마 농촌공동체개발사업(2014～2020년, 총 2,200만 달러)의
일환으로 2017년 네피도 예진 지구에 개원한 공무원 및 마을주민 대상 교육 장소

❍ 옥수수 수확 전·후 관리에 대한 기술교육 제공
- 옥수수 재배 및 수확후 관리 기술에 관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연구국(DAR)이 주
관하여 실시
- 기술교육센터 완공시 이를 활용

❍ 옥수수 가공시설 운영 교육
- 시설 운영관련 교육실시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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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자, 시료 제조회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판로 개척 지원

❍ 시설 및 협동조합 운영 등 관련 법, 제도 구축
- 옥수수농민연합회가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 구축
- 옥수수농민연합회의 협동조합화를 위한 법, 제도 구축
- 농업국(DOA) 및 협동조합국(DOC) 주관으로 실시

⑤ 전문가 파견
❍ 사업 총괄 관리(PM)
❍ 옥수수가공시설 및 기술교육센터(MPCKC) 구축 및 운영 교육
❍ 농민조직(협동조합 포함) 교육 및 법, 제도화 자문

3) 사업예산 구성(안)
투입요소

예산
(백만원)
6,963

세 부 내 역(비고, 년차/개월)

계
옥수수가공시설(탈곡, 건조, 정선, 창고)
- 탈곡·건조·정선시설 가동량: 1일당 300MT
① 지역사회기반 옥수수가공시설
- 창고 저장 용량: 10,000MT
및 기술교육센터 구축
관련 기자재 및 시설
기술교육센터(사무실, 품질관리실, 훈련공간) 설립
옥수수농민연합회 조직 체계화
② 옥수수농민연합회 및
협동조합 육성
협동조합 육성
탁콘(Takkone) 연구시설(보호장 및 소규모 연구실) 개선
③ 연구시설 개선, 품종 육종 및
배가반수체 옥수수 품종 육종
기술교육
전문가 기술교육
옥수수농민연합회 및 운영조직의 교육 훈련
옥수수 수확 전·후 관리에 대한 기술교육 제공
④ 역량강화
옥수수가공시설 운영 교육
시설 및 협동조합 운영 등 관련 법, 제도 구축
사업관리(PM)
⑤ 전문가 파견
옥수수가공시설 및 기술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교육
농민 조직화
사업관리(현지 워크숍 및 보고회(3회))
⑤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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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3,831
2년차
2년차
1~3년차
3~4년차
1~3년차
2~4년차
1~4년차
1년차
2~4년차
2~4년차
4년차
40개월
12개월
8개월

383
1,149

250

600

750

* 주요 투입요소별 세부 지원 내용
투입요소

세부내역

① 지역사회기반
옥수수가공시설 및
기술교육센터 구축

지원내용

옥수수가공시설
(탈곡, 건조, 정선, 창고)
- 탈곡·건조·정선시설 가동량: 1일당 300MT
- 창고 저장 용량: 10,000MT

* 토지 정리
* 가공용 기계
- 자동 탈곡 및 탈피기
- 다곡 건조기
- 다곡 정선기
- 다곡 색상 분류기
- 포장기
- 자동 컨베이어 벨트
* 가공 기계
* 설치용 건물(철골 구조)
- 창고
- 품질관리시설(연구용 기자재 포함)

관련 기자재 및 시설

* 트럭, 화물차, 무개 화물차, 트랙터, 차량, 전기공급 시설,
수리시설, 멀티미디어 장비

기술교육센터(사무실, 품질관리실, 훈련공간) 설립

* 사무실, 품질관리실, 교육실, 기숙사 등(전기공급, 수자원
공급 시설 등)

* 종자 보호장(수자원 관리, 온도 및 습도 관리 필요)
* 사무실 증축
* 종자 저장시설(냉동)
탁콘(Takkone) 연구시설(보호장 및 소규모 연구실)
* 종자 가공시설(정선, 세척, 포장 등)
개선
* 교잡종 보관을 위한 창고, 기숙사
* 전기 및 수자원 공급 시설
* 농기계(트랙터 등)

③ 연구시설 개선,
품종 육종 및
기술교육

배가반수체 옥수수 품종 육종
전문가 기술교육

* CIMMYT과의 협력을 통한 배가반수체 옥수수 품종 획득
* 시범포 운영
* 모체 종자 증식 및 교잡종 생산

4) 성과관리 계획
□ 총괄 성과관리
사업 목표

성과 지표

사업대상지(미얀마 샨주)의 옥수수 생산성을 제
고하고 품질을 개선하며 농민의 자립적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우수품종 옥수수 재배 면적 및 생산량
농민조직 운영 성과
- 가공 및 교육시설 운영 성과(가공 옥
수수 양, 교육 수료 농민 수 등)

출처
사업결과보고서
운영보고서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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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요소별 성과관리
산출물(output)

성과지표

관리 주체 및 방법
PMC

(MPCKC 구축)
 옥수수 가공시설(탈곡,
건조, 정선) (1일당 300톤
가공 규모) 1개소
 옥수수 보관창고(1만톤
규모) 1개소
 관련 기계 및 시설
 기술교육센터(사무실,
품질관리실, 훈련 공간)
1개소

 가공시설 구축 후 용량
대비 시설 활용률(준공
3년 이내 80% 이상
활용)
 가공 옥수수
생산량(계획된 연간
목표치 달성)
 기술교육센터 구축 후
농민 기술 및 조직화
교육 실적(계획된 연간
목표치 달성)

 MPCKC 대상지역,
시설부지 점검 및 확정
 시설구축 및 관련 기계
등 장비 지원
 현지법에 따른
시공·안전·품질관리
 성과지표 달성 여부에
대한 사후 운영보고서
점검

(옥수수농민연합회 및 협동조합
육성)
 연합회 운영위원회 조직 및
체계수립
 협동조합 육성

 연합회 운영관련
규정･규칙 등의 수립
 연합회 활동계획 수립
 협동조합 구성

 연합회 조직, 운영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연구시설 개선, 품종 육종 및
기술교육)
 탁콘 연구시설 개선
 배가반수체 옥수수 품종
육종
 전문가 기술교육

 기자재, 시설 제공
성과(필요성 대비 제공
정도 및 만족도
 품종 육종
성과(농가보급량 등)
 육종기술 국내외 교육
실적(교육후 만족도,
현업 적용도)

 필요 기자재, 시설 협의
및 지원
 CIMMYT과의
협력관계 수립 지원
 국내 옥수수연구소,
CIMMYT 등 관련기관
연수 지원

(역량강화)
 옥수수농민연합회 조직,
옥수수 수확 전･후관리
기술, 가공시설 운영 등
관련 교육 실시
 관련 법, 제도 구축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립 및 교육
실행(계획된 연간
목표치 달성)
 시설운영 관련 규정 및
협동조합 관련 법령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지원
 관련 규정, 법령 수립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현지 사료업체와의
협력관계 수립을 통한
마케팅 지원

(전문가 파견 및 사업관리)
 PM, 시설 구축 및
운영교육, 농민조직 등 분야
전문가 활동
 현지 워크숍 및 보고회 3회
 성과관리(기초선 조사, 중간
모니터링, 종료선 조사 등)

 전문가 파견 및 활동,
워크숍 및 보고회 개최,
성과관리 활동 계획
수립 및 실행
 전문가 활동에 대한
미얀마 측 만족도(80%
이상)

 전문가 파견계획 수립,
현지 협의 및 수행과
전문가 활동 지원
 현지 워크숍 및 보고회
주관(착수, 중간,
결과보고)
 기초선 조사, 종료선
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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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기관

 PMC 실적보고서
검토 및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시행
 월별 진도보고 검토
 상시 모니터링
 실적보고 검토
 사업 2~3년차에
중간점검 실시
 상시 현장점검 실시
 부진분야 개선방안
마련 및 개선조치 시달
 종료평가 실시
 관계기관 협업
 현지공관과의 협력,
중간점검 및 종료평가
시 보고
 미얀마 KOICA
사무소, KOPIA
사무소 등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

5) 유사사업 검토결과
□ 미얀마 농촌개발 분야 협력사업 현황
기관

사업명

농식품부 및 소
속기관


미얀마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업(‘11-‘13/15억원)

미얀마 농촌개발 및 영농기술전수사업(‘13-’16/28억원)

미얀마 종자품질 인증기술 역량강화 사업(‘15-’17/10억원)

미얀마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사업(‘16-’19/38.84억원)

미얀마 국가농식품정보시스템 구축(‘14-’17/3억원)

미얀마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범단지 조성사업(‘16-’19/38억원)

미얀마 피아폰군 벼농업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한 쌀산업 역량강화 사업(‘19-’23/46.95억원)

미얀마 농업용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20-’23/48.88억원)

KOICA


미얀마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지정리 및 농업기계훈련사업('13-'17/600만불)

미얀마 기계화영농을 위한 농지정리사업(‘13-’15/600만불)

미얀마 구제역 방지시스템 개선사업('11-'14/336.12만불)

미얀마 농산물 수확후 기술관리 지원사업('11-'17/450만불)

미얀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13-'16/230만불)

미얀마 내수면 수산양식산업 기반조성 사업('14-'18/49.39억원)

미얀마 수확후 기술관리연구소 설립사업('14-'18/50.4억원)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14-'19/2,200만불)

미얀마 농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설립 역량강화 사업('16-'20/753만불)

미얀마 에야와디 델타지역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지원사업(‘17-’19/34.5억원)

미얀마 네피도 지역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14/5.9억원)

미얀마 농촌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12-'14/0.83억원)

가축 사양관리 적정기술 전수를 통한 농가공동체 소득증대사업('14/85억원)

미얀마귀환난민의 정착지원을위한로이코지역 농업소득원개발사업('15/0.49억원)

미얀마 ICT를 활용한 개발소외지역 참여적 농촌개발사업(’20-‘25/220억원)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강화 사업(/19-’23/104.5억원)

자료: ODA 통합모니터링시스템 및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참고: 농식품부와 소속기관, 그리고 외교부에서 시행한 프로젝트형 양자 사업(다자성 양자 제외)만을 포함.

□ 사업의 차별성 및 연계성
❍ (차별성) 미얀마에서 옥수수는 약 160만 톤이 생산되며 절반 이상이 수출되는 주요 품
목으로서, 가축사료의 주 원료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옥수수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없음.
- 샨주는 연간 100만 톤 이상 생산하는 최대 주산지이며 인근 중국, 태국으로의 수출
통로이기도 함.
- 이 지역 주요 소득원인 옥수수의 품종, 생산, 가공 등 가치사슬 개발과 농민 조직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시범적 사업이 필요함.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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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성) KOICA에서 추진 중인 「미얀마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 강화 사업
(2019~2023/104.5억원)」은 농업지도체계 구축, 이동수단 지원을 통한 농업지도사의 접
근성 개선, 소규모의 지식센터(Knowledge Center) 구축 및 시범포 운영 등을 사업 구성
요소로 함. 사업대상지로 샨주(Shan State) 내 야사욱(Yat Sauk Township)이 포함됨.
- 남부 샨주의 야사욱 타운쉽으로 사업지구가 정해지는 경우 KOICA 사업과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연계성) KOICA에서 ｢미얀마 농촌공동체개발사업(2014~2020년, 총 2,200만 달러)
의 일환으로 지원, 건설한 기존 시설물인 농촌진흥연수원( AERDTC)을 옥수수농민연
합회 조직구성 및 운영의 체계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 DAR 주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 인근에 건축

❍ (연계성) 농업기술 컨설팅 업체인 Fresh Studio와 미얀마 DOA, DAR 등이 미얀마의
농민 및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농업 기술 컨설팅 서비스와 연계
- 옥수수와 관련한 사업으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양돈(Sustainable and
Affordable Poultry for All, SAPA)’ 사업을 추진중(네덜란드가 지원)

※ SAPA 사업 소개
❍ (소개) 농축산관개부 농업국 및 농업연구국 대상 농촌지도사(Training of Trainers, TOT) 교육,
네피도 탁콘 훈련 센터를 통해 농가 교육 제공, 샨주 남쪽 아웅반(Aungban)에 위치한 농업연구국
의 연구시설(Research Station)을 통한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 중
❍ (주요 결과) 부화장 및 가금류 교육훈련센터 건립, 육계장 관리 훈련 제공, 지속가능한 옥수수 재배
방식 도입, 지식 공유 및 공동 판매를 위한 인증된 육계 생산 단체 육성 등
❍ (옥수수 관련 사업 내용) 옥수수 재배 가이드라인 및 품질 기준 수립, 가이드라인 및 품질 기준을
적용한 시범 농장 운영, 농가 교육 및 실습 제공
- 옥수수의 품질 기준은 국제기준과 네덜란드계 사료업체인 De Hues와 부합
- 옥수수 재배 가이드라인은 옥수수 파종, 파종 간격, 시비법, 비료 제조법, 농장 관리 등에 대한 교
육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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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s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객관적 검증지표)

Project Purpose (사업목표)
ㅇ 사업대상지 옥수수 생산성을 제고하고 품질을
ㅇ 사업대상지 옥수수 생산성 변화
개선하며 농민의 자립적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농가 ㅇ 사업대상지 옥수수 농가 소득 변화
소득 증대에 기여

ㅇ 중국, 태국 등 주요 옥수수
수출시장의 수요, 국내 옥수수
및 사료 시장의 수요 불변

Important
Assumptions(중요가정)

샨주 옥수수 생산량 및 품질
개선으로 판매 및 수출 확대,
정부개발 옥수수 신품종 보급망
구축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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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결과보고서
ㅇ 우기 및 건기 강우량, 병충해
ㅇ 농축산관개부 농업국,
피해면적 등 평균수준 유지
농업연구국, 협동조합국 ㅇ 옥수수 시장가격의 안정세
및 샨주 조사자료
유지

ㅇ 미얀마 농업통계연보
ㅇ 농축산관개부 조사보고서 등

Means of
Verification(검증수단)

증가, MOALI 옥수수 연구역량
개선, 판매망 확보

옥수수 품종개량 및 보급 확대,

▶ 협동조합 소속 옥수수농민 소득 ▶

Outcomes

미얀마 옥수수 생산자 연합회 소속 농민,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담당자

MPCKC 구축, 옥수수농민연합회
MPCKC 건물과 관련 장비,
▶ 옥수수농민 협동조합 조직 및
및 협동조합 육성, 연구시설
개선과 품종 육종 및 기술교육,
관련 제도, 탁콘 연구시설,
역량강화, 전문가 파견 등
배가반수체 기반 옥수수 품종

Narrative Summary(요약)

예산 및 인력

▶

Activities

수혜그룹

Overall Goal (상위목표)
ㅇ 미얀마 옥수수 생산성을 제고하고 품질을 개선하며 ㅇ 샨주 옥수수 생산성 변화
농민의 자립적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ㅇ 샨주 옥수수 농가 소득 변화
기여

사업개입
논리

Inputs

2020.9.11

작성일

미얀마 샨주(나웅초 혹은 야사욱 타운쉽)

2022~2025(4년)

기간
사업대상지역

미얀마 지역사회 기반 옥수수 가공 및 교육훈련 센터 설립

사업명

❍ 사업 PDM(Project Desgin Matrix)

<참고자료>

ㅇ 가공시설 활용률
ㅇ 가공 옥수수 생산량
ㅇ 기술교육센터 교육 실적
ㅇ 연합회 운영관련 규정･규칙, 활동계획 수립
ㅇ 탁콘 연구시설 기자재, 시설의 필요성 대비 제공
정도 및 만족도
ㅇ 품종 육종 후 농가보급량
ㅇ 육종기술 국내외 교육 만족도, 현업 적용도
ㅇ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립 및 교육 실행
ㅇ 시설운영 관련 규정 및 협동조합 관련 법령 수립
ㅇ 전문가 파견 및 활동 만족도
ㅇ 사업결과보고서
ㅇ 기자재 공급계획서
ㅇ 전문가 파견계획서
ㅇ 역량강화 교육계획서
ㅇ 미얀마 측 사업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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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ㅇ 옥수수가공시설 및 기술교육센터(MPCKC) 구축
ㅇ 옥수수농민연합회 조직 및 협동조합 육성
Input (투입)
ㅇ 탁콘 연구시설 개선, 배가반수체 옥수수 품종 육종
ㅇ 사업비 70억 원
및 기술교육
ㅇ 사업기간 2022~2025(4년)
ㅇ 옥수수농민연합회 조직운영, 옥수수 수확
전･후관리, 옥수수가공시설 운영 등 교육과 관련 ㅇ 사업대상지 나웅초(북부 샨주) 혹은 야사욱(남부 샨주)
법, 제도 구축
ㅇ 전문가(시설 구축 및 운영교육, 농민 조직 등 분야)
파견 및 사업관리(워크숍 및 보고회, 성과관리)

Outputs (산출물)
ㅇ 옥수수가공시설 및 기술교육센터
- 가공시설(1일당 300톤 가공 규모 1개소,
보관창고(1만톤 규모 1개소), 관련 기계 및 시설,
기술교육센터
ㅇ 옥수수농민연합회 조직 및 협동조합
ㅇ 개선된 탁콘 연구시설, 배가반수체 옥수수 품종
ㅇ 옥수수 재배, 수확 등 관련 역량강화
- 옥수수 수확전･후관리, 가공시설 운영 등
- 관련 법, 제도

Pre-Condition (선행조건)
ㅇ 타당성조사 및 현지협의를
통한 사업대상지의 적절한
선정

ㅇ 배가반수체 옥수수 품종 등
우량 옥수수 품종 개발 및 보급
원활
ㅇ 옥수수농민연합회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ㅇ MOALI 내 관련 부서(DAR,
DOP, DOC) 상호간의
협력관계 원활

7.2. 필리핀
□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쌀은 필리핀 국민의 주요 식량으로 일인당 평균 총 칼로리의 35%(취약계층의 경우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1990년 92.5kg이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7년 120kg으로 27kg 이상 증가하였음.

❍ 쌀은 필리핀 총 경지면적의 25%인 480만 ha에서 생산되고 있음. 쌀 재배면적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함. 쌀 자급률은 95% 정도로 베
트남, 태국 등 주변국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음.
- 재배면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량종자의 부족, 영농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생산성
이 낮은 수준임. 쌀 평균 생산성은 ha 당 3.1ton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필리핀 정부의 노력으로 재배면적 대비 관개시설은 많은 수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
음. 쌀 재배면적의 75%(320만 ha)를 차지하는 관개면적에서는 ha 당 4.3톤의 비교
적 높은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모작이 가능한 기후를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생
산성을 보여주고 있음.

❍ 법령 No.11203(RA11203) 공표로 필리핀 쌀 수입 양적 제한 해제에 따른 필리핀 자국
내 쌀 생산성 및 자급률 개선 필요
- 쌀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수입산 쌀 대비 자국 내 쌀의 생산성 및 품질
개선을 통한 자급률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우량 쌀 종자의 생산 및 보급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쌀의 품질개선
과 생산성 증대 달성을 위한 쌀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 협력 사업을 우리 정부
에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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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농식품부 KAPEX(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 컨설팅
사업을 통해 필리핀 농업부(DA) 및 필리핀미작연구소(PhilRice)와 사업대상지 쌀 종
자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공동조사 수행
- 제 3회 아시아 7개국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19.10.31.)에서 필리핀 농림부는
KAPEX 컨설팅 사업의 결과물인 공동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 관련 협력사업을 공식
적으로 제안함.

2)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 사업목표
❍ 필리핀 쌀 종자 인증제도 개선과 정선·저장시설 현대화를 통한 쌀 종자 품질 및 생산성
제고

□ 성과지표
❍ 쌀 종자 품질향상(발아율 개선, %), 쌀 생산성 증가(%), 종자 수확 후 손실 감소(%), 인증
제도 개선여부

3) 기대효과
□ (한국측) ⓵ SDGs 목표 2(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9(산업혁신과 기반시설
확충), 목표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달성, ⓶ 대상국의 식량생산 정책 목표에 기여,
⓷ 우리나라의 우수 농업 기술 및 정책 지원을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
□ (필리핀측) ⓵ 종자 인증 및 관리 시설 개선을 통한 고품질 쌀 종자 생산 및 보급, ⓶ 종자
수확 후 손실 감소 및 쌀 생산성 증대, ⓷ 종자 인증 및 관리 공무원의 역량강화

4) 수원국 관련기관
□ 수혜자
❍ 필리핀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DA), 농업부 작물산업국(Bureau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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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Industry, BPI), 농업부 국립종자품질관리국(National Seed Quality Control
Service, NSQCS), PhilRice, 국립식량청(National Food Authority, NFA) 등
5)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사업비 : 2022-2025/45억 원
□ 대 상 지 : 누에바이시아 주, 이사벨라 주, 바탁 주, 로스바뇨스 주, 비콜 주 내 필리핀미
작연구소
□ 구성요소
① (저장 및 정선시설 구축)
- 정선시설(누에바이사아 주, 이사벨라 주): 대략정선 및 정밀정선기(제망기, 풍력선별
기, 연속식 건조기, 제철기, 다량 연류계, 정밀 연류계 및 사일로)
- 저장시설(누에바이시아, 이사벨라, 바탁, 로스바뇨스, 비콜 주): 종자 보관을 위한 온·
습도 조절 가능한 저온저장고
② (종자 인증제도 개선) 종자인증 설비 및 기자재 제공, 인증제도 관련 연수 프로그램 및 인
증시스템 개선
③ (쌀 종자 정보 시스템 구축) ICT 활용 수급 및 재고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
용을 위한 기자재 및 교육 지원
④ (역량강화) 한국의 종자 생산, 보급 체계 및 정책 관련 초청연수, 국내 전문가 파견을 통
한 기술전수
⑤ (프로젝트 관리) 사업 관리

□ 수원국 예비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기간) 2019. 4월~9월 (현지조사 3회 실시)
□ (출장지역) 필리핀 마닐라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DA), 미작연구소
(PhilRice), 이사벨라 주 쌀 종자 협동조합, 작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
BPI) 이사벨라 사무소,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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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자) 차원규 부연구위원, 최지현 명예선임연구위원, 이윤정 전문연구원(한국농촌경
제연구원), 이대섭 교수(강원대학교)

2) 사업추진 필요성
□ 추진필요성(정책적)
❍ 필리핀개발계획 2017-2022(Philippines Development Plan, 2022)
- 동 계획은 필리핀의 장기개발계획 2040(AmBisyonNatin 2040)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중기계획(mid-term plan)으로 두테르테 정부의 사회경제 안건, 지역단위
협의체, 사회개발 이슈 등을 반영한 필리핀의 개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음.
- (목표) 필리핀의 포괄적 성장과 신뢰성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 및 사회
조지기의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불평등 감소 개혁, ▲성장잠재력 제고, ▲필리
핀 문화와 가치 추구, ▲인적자본의 발전, ▲인구효과 극대화 등 총 6개 목표를 제시
하고 있음.
- (농어업부문 전략) 필리핀개발계획(2022)은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다양
한 부문의 전략을 포함하고 있음. 그 중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 농어업인의 금융서비
스 접근 향상, 토지 및 수자원의 접근성 향상, 가치사슬 향상 등을 통한 농어업인의 경
제적 기회 및 접근성의 확대가 농어업부문의 전략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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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2> 필리핀개발계획 2017-2022에 따른 농림수산업 분야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포괄적 성장, 신뢰성 있는 사회, 세계적 지식경제 창출을 위한 기틀 마련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변화


경제적 기회에서의 불평등 감소




① 농림수산업 부문에서의 경제적 기회 확대

② 소규모 농업·어업인의 경제적 기회 접근성 확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농림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가치사슬로의 접근성 향상

혁신적 금융 접근성 향상

통합적 농업지도 구축
기후변화에 복원력 있는 소규모 관개시
설 구축 및 기존시설 복구
농수산업 기계화 및 장비 이용의 활성
화
수산업에서의 환경적 접근법 강화

생산지역과 시장 간 연결
소규모 농어업인의 조직화 및 클러스터 형
성
소규모 농업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가
치사슬 교육
계절적 농업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
외소득 창출 기회 제공

소규모 농업 및 어업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보험 제공
농업 및 어업인의 공식적 신용시장으로
의 접근성 향상
소액금융 지원

농림수산업 기업 증대

소규모 농업·어업 농가의 토지 및 수자
원 접근성 향상

기술 접근성 향상

농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품목 다각화
다양한 생산 및 마케팅 기법을 통한 농·
식품 기업 육성
고지대 내 지역사회 기반 농·식품 기업
강화

농업 및 어업인의 농지 소유권 보장
농업과 관련된 제도적 개혁의 관리 및 감
독 강화
지방 정부(Local Government)의 토지
구분을 위한 정보 제공
시 및 군별 용수 설계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 확대
농어업인의 신기술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
기술개발 및 보급체계 구축

자료: 필리핀개발계획 2017-2022

❍ 필리핀 농업개발전략(2020-2022)
- (목표) 동 전략은 필리핀개발계획(2022)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부문의 개발전략으로
① 천연자원 및 농업 생산 시스템의 효율화, ② 생태계 환경 및 서비스 구축, ③ 농업
현대화 달성을 통한 국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실행전략) 앞서 언급된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농촌 부문의 투자, 기술
개발, 거버넌스 개선 등이 주요 실행전략으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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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3> 필리핀 농업개발 전략 2020 추진을 위한 실행전략
실행전략

세부 내용

투자

농업 생산지와 시장 간 도로망 구축, 물류운송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 수확후 관리시설 개선, 농촌
관개배수시설, 농촌금융보험, 인적역량개발 등

기술개발

생산성 증대, 품질 개선, 비용 감소, 환경 보존을 위한 기술혁신, 수확 후 손실 감소, 농업기계화, 수
자원관리 기술, 다품종 개발, 영농다각화, 토질관리, 유기농업 개발

거버넌스 개선

공공기관 제도 강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 제도, 정책 수립

자료: 필리핀 농업개발 전략 2020

❍ 쌀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RIPE, Rice Productivity Enhancement)
- 필리핀 농업부는 「필리핀 농업: 현재와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식량 자원의 가용성
증대(Available and Affordable Food)를 필리핀 농림부의 우선 과제로 제안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주식(主食) 상품, 일자리 창출 및 수출 가능한 고소득 작물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음.
- 식량안보를 위한 주식(쌀)의 생산증대 정책으로 쌀 생산성 향상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세부전략으로 물관리 및 관개시설 확충, 국토의 토양분석, 고품질 종자보급 확
대, 농업기술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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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
십 구축
⑤ 수입 종자와의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국내 종자 산업의 보호

3) 기관별 면담내용
□ 필리핀 농업부
❍ 종자는 작물 생산에 있어 중요한 투입재이며, 작물의 생산성은 주로 종자의 품질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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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고품질 종자 사용 시 수확량과 생산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따르면 대부
분의 농민들이 농가보유종자 혹은 미인증 종자를 사용하고 있음.
- 필리핀 관련 법령 No.11203(RA11203) 공표로 수입 쌀의 양적 제한이 해제되어, 쌀
무역 자유화가 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자유무역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음. 따라서 농가에 고품종 종자를 공급하
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함.
- 특히 쌀 종자 가치사슬의 분석, 종자 획득에서부터 창고 보관 및 저장, 관리에 이르기
까지 효율적인 유통 및 사후관리에 대한 시설이 필요함.

□ 필리핀미작연구소 본부(누에바이시아 주)
❍ 필리핀 미작연구소는 새로운 기술과 품종 관련 연구시설이 있으며, 유전자은행, 식물 육
종 실험실 및 관련 온실, 농기계 및 수확 후 관리시설 등이 있으며, 교육 및 훈련을 위해
농민들에게 개방하기도 함.
- 그러나 필리핀 미작연구소의 지역 사무소에는 종자 시설 이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규 저장시설 구축과 기존 시설 보수 및 확장 등이 필요한 실정임.

□ 국가종자품질관리국(DA-NSQCS) 이사벨라 주 사무소 면담
❍ 양질의 종자 생산을 위해 정부가 필리핀 농업부 국가종자품질관리국(DA-NSQCS)을
통해 시행하는 규제 절차를 준수해야 함. 이는 DA-NSQCS에 의해 인증된 품질의 증거
로 종자 태그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된 종자는 실험실 분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함. 또한, 모든 종자 생산자는 인증된 종자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DA-NSQCS가 정
한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함.
- 문서화 요건과는 별도로, 종자 생산지역 내 관련 시설검사를 거쳐야 하며, 인가 신청
및 갱신 전에 전문 종자 생산 교육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종자 검사 시설이 부족하고 종자 생산 교육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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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미작연구소 이사벨라 주 사무소 면담
❍ 종자 건조의 경우 종자의 질과 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자 처리와 보관
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사벨라 주 내에 관련 시설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저장시설의 현 상태로는 양질의 종자 보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건조 후 가공 및 저장 과정에서 품질 보존을 위해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종자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이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설치류나 조
류, 곤충 및 다른 해충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이사벨라 주에
서 활용하고 있는 저장고의 경우, 조류 침입으로 오는 피해가 상당함.

❍ 현재 미작연구소는 기관의 웹페이지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 외에도 페이스북이나 트위
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가들에 정보를 공급하고 있음. 종자 생산
농가는 보급종 생산 인증 승인 및 만료된 경우 업데이트 및 취득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종자의 판매 및 사용 가능한 종자 재고량에 대한 정보, 다른 지역의 선호 품종 및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허브가 부재한 상
황이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

4) 사업대상지 조사결과
□ 필리핀 쌀 종자 현황
❍ (쌀 종자 구분) 필리핀 쌀 종자의 경우 1) 육종(Inbred), 2) 교잡종(Hybrid), 3) 재래종
(Traditional), 4) 자가채종 등으로 구분됨. 육종과 교잡종의 경우 정부가 관리는 인증
종자에 해당되고, 재래종 및 자가채종은 민간에서 사용하는 비인증 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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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종: 순수 계통의 종자로 이 품종으로 생산되는 쌀의 경우, 유전적 구성이 동일하게 나타남. 육종으로 구분되기 위해서
는 종자등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2) 교잡종: 유전적으로 뚜렷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자의 벼를 교배하여 만든 종자로 이 품종은 육종 대비 생산성이
높음. 그러나 육종보다 가격이 높아 많은 농가에서 교잡종을 구매하기가 어려우며, 지난 시즌에 수확된 종자를 다시 사용
할 수 없음.
3) 재래종: 일반적으로 고지와 강우 지역과 같은 불리한 환경에서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지만, 수확량이 적고 성숙기가 늦은
편임. 또한, 재래종의 경우 쌀의 색소와 향기가 독특하여 주로 식량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특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산하고 있음.
4) 자가채종: 일반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로 우량품종과 마찬가지로 식물 종자 품질관리 서비스국의 현장 조사 및 인
증을 통과하지 못한 품종임. 품종의 순도와 수확량은 매우 낮은 편임.

❍ (쌀 종자 이용 및 보급현황)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자의 대부분은 농가 보유 종자이
며, 그 뒤를 이어 인증을 받은 고품질의 육종이 사용되고 있음. 농가 보유 종자의 이용률
은 2009년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지만, 농가 보유 종자와 육종 이용률에서 여전히 큰
차이가 있음.
- 교잡종의 경우, 이용률은 2009년 4.24%에서 2015년 7.76%로 증가하였으며, 재래
종의 이용률은 큰 변화가 없음.
- 고품질의 육종보다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의 사용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종자 시스템과 비공식적인 종자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임. 공
식 종자 시스템상에서는 종자의 개발, 승인, 인증, 등록 및 분배와 관련된 정부 절차에
따라 한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이전됨.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공식 종자 시스
템은 농가에서의 종자 자체 생산을 주요 골자로 하여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 간에 생산
된 종자를 교환하고 있는 구조로 공식시스템보다 자유로운 형태로 종자를 이용할 수
있음.

❍ (쌀 종자 보급체계) 종자 보급체계는 공식체계와 비공식체계로 구분할 수 있음.
- 공식체계는 벼 종자의 승인, 인증, 분배 및 보급 등이 정부의 절차에 따라 한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개발, 생산, 이전됨.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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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체계는 공식적이거나 체계적인 보급 통로가 없으며, 주요 형태는 농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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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종보다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의 사용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종자 시스템과 비공식적인 종자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임.

□ 사업대상지 1(이사벨라 주) 쌀 종자 현황
❍ 이사벨라 지역은 루손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음. 총면적 12,415㎢이며, 전국에서 두 번
째로 높은 쌀 생산지역임.
- 연간 기준으로 전국 쌀 총생산량의 15%를 생산하고 있음. 이 지역의 쌀 공급률은
224%로, 이는 이사벨라 지역의 쌀 공급량이 소비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로 마닐라 시내와 다른 많은 지역에 쌀을 공급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이사벨라 지역의 고품질 종자 채택 추정치는 79%이며, 나머지 13%에
서 교잡종(hybrid) 종자를 채택하고 있음.
- 양질의 종자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높아 농민들 대다수는 공식적인 체계를 통하여 종
자를 구입하고 있음.
- 이사벨라 지역의 종자 재배 농가는 주로 필리핀 미작연구소로부터 원종과 원원종을
보급받고 있음.
- 본 지역의 보급종 생산 면적은 총 1,903ha이며, 총 7개의 협동조합 내 242개 인증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음.

❍ 이사벨라에서 다른 지역으로 육로를 통해 종자를 운송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 비록 포
장된 길이긴 하지만 가파른 고도와 계곡을 거쳐야 하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육로로
마닐라 시내까지 이동하는데 약 8~12시간 정도가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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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벨라 주 쌀 종자 생산자 협회는 1991년 설립되었고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필요
한 농기계를 보유해야 하며, 회원이 되면 농업부에 모든 종자를 판매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
- 원종(foundation seed)은 필리핀 미작연구소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20kg
bag에 1760 페소 수준임. 특히, 고품질 종자 생산자(qualified seed growers)는
18농가로 등록된 종자는 40kg bag당 1840 페소에 판매되고 있음. 이 밖에 인증된
종자(certified seed)는 40kg bag당 1520 페소, 즉 kg당 38페소로 농업부에 약
50%를 판매하고 있음.
- 나머지 40%는 딜러를 통해 판매되는데 40kg bag당 1300 페소에 판매되고 있으며,
10%는 생산 농가에 1200 페소로 판매되고 있음. 특히, 농업부는 자연재해를 입은 지
역이나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종자를 제공하고 있음.
- 인증된 종자와 일반 종자의 보급체계는 다르며, 종자 생산 시 필요에 따라 농업부가
농기계를 제공하고 있어 이는 사용료 부과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관련 시설과 기자
재 운영에 활용하고 있음.
- Good seeds의 경우 농가 수치 가격이 12페소/kg이나 관개시설이 설치된 지역일수
록 정부의 승인을 받은 certified 종자를 많이 사용함.

❍ 보급종 생산 관련 ha당 평균 생산 원가(ha당 평균 6톤 생산)는 kg당 약 61,400Php임.
- 이사벨라 종자 생산자 조합 인터뷰에 근거하면 생산비 대부분은 농지정리, 모내기,
수확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활동에 지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비료 투입이 15%,
수확후 활동이 10%를 차지함.

❍ 정부의 보조금은 조합을 통해 지불되고 있음. 실제 정부가 각 지역별로 할당한 종자는
이사벨라 주의 경우 150,900 bag이며, 이 물량은 정부에 판매하고 나머지 잉여생산물
은 딜러나 생산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도정공장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수취
가격이 낮음.
* 정부 가격은 1,520페소/bag이며, 중간상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1,300 페소, 1,200
페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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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정부에 판매하더라도 판매 대금은 5-6개월 후에 지불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또한, 시장 개방 후 벼 가격이 ㎏당 10-12페소로 낮아져 잉여생산물을 도정시설에 판
매할 수 없어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함.

❍ 정부에서 보급종 생산 후 인증의 일환으로 생산품에 파란색 태그를 부착하여 판매하도
록 함. 이 과정은 15일이 소요됨. 그러나 생산자는 이 기간이 주로 파종에 중요한 시기로
수요가 높아 인증이 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고 있음. 똑같은 품질의 종자가 시기에 따
라 tag 인증유무가 결정되고 있는데 태그 수와 실제 생산된 종자 bag의 수가 맞지 않아
시장이 교란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확 후 관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사업대상지 2(누에바에시하 주) 쌀 종자 현황
❍ 누에바에시하 주는 필리핀 중부 루손 중심부에 위치함. 총면적이 5,751㎢로 중부 루손
에서 가장 큰 지역임. 필리핀미작연구소의 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임.
- 필리핀의 주요 쌀 생산지역 중 평균 수확량이 가장 높으며, 수확량도 꾸준히 증가하
고 있는 곡창지대임.
- 누에바에시하 생산 농가는 주로 필리핀미작연구소로부터 원종과 원원종을 보급받고
있음.
- 2017년 기준 누에바에시하의 고품질 종자 채택 추정치는 각각 78%로 이사벨라
(79%)와 거의 비슷함. 그러나 이사벨라 지역은 나머지 13%에서 교잡종(hybrid) 쌀
을 재배하는데, 누에바에시하 지역의 교잡종 종자 채택률은 1% 정도임.
- 누에바에시하 지역 역시 양질의 종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 대다수 농민들은 공식적인
체계를 통하여 종자를 구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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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에바에시하의 경우 3,685ha의 면적에서 종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3개 협동조합
총 518개 인증 농가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음.

❍ 필리핀미작연구소는 쌀 종자의 생산 및 보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수매된 쌀 종자의
품질 개선 및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보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의 저장고는 단순한 창고에 불과해 종자저장에 적합하지 않은 높은 습도
와 온도뿐만 아니라 새나 쥐 등의 야생동물에 노출되어 있어, 종자의 품질뿐만 아니
라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함.

❍ 11개의 필리핀 미작연구소의 지역 사무소 중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는 8개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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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14> 필리핀 미작연구소(PhilRice) 저장시설 보유 현황(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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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1) 사업추진체계 및 국가간 분담사항
□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
한국측

수원국측

KRC

농업부(DA)

예산지원, 행정지원, 사업관리 등
↓

행정지원, 사업관리 지원

↓

↓
PhilRice & NFA

PMC
현지수행
- 사업총괄(PM)
- 전문가지원
- 기자재 지원
- 행정업무 수행 등

관련기관
지원
←

국내지원
- 행정지원
- 자료 조사·준비
- 서류작업
- 초청연수 지원

지원
→

행정지원

사업지원·운영
- 현지조사
- 사업수행 지원
- 국가 정책 반영 지원

관리

사업지원

←

□ 국가간 추진체계 및 분담사항(예시)
한국

정부 주관부처(농식품부)

필리핀
PCP 체출 및 접수
(미정)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협력국 수원총괄기관
↓

R/D체결
↔

필리핀 주관부처
- 농업부(DA)

사업수행기관
(PMC)

사업수행
↔

사업담당조직 및
수혜·관리주체(PhilRice)

▲ 정선시설 및 저온보관창고 구축 ▲ 종자
인증시설 및 기자재 지원 ▲ 쌀 종자 정보시
스템 구축 ▲ 역량강화▲ 사업관리

분담사항 이행
↔

사업시행조직 구성 및 행정지원, 연수생 구
성, 통관·면세, 공동운영 등 사업시행 관련
지원

↓

142

❙

↓

2) 구성요소별 세부계획
□ 사업구성요소
❍ (사업내용)
- 정선시설 및 저온저장창고 구축
- 종자 인증 시설 및 기자재 지원
- 쌀 종자 정보시스템 구축
- 역량강화(인증제도개선)
- 사업관리
❍ (사업기간) 2022-2025, 4년
❍ (사 업 비) 45억 원

□ 정선시설 및 저장시설 구축
❍ (정선시설) 제망기, 풍력선별기, 연속식 건조기, 제철기, 다량 연류계, 정밀 연류계를 포
함한 대략 및 정밀정선시설 구축
- 정선시설의 운용을 위한 전문가 파견
❍ (저장시설) 온·습도 조절 가능한 저온 저장고 구축

□ 종자 인증 시설 및 기자재 지원
❍ 종자품질 분석을 위한 검수 및 판별 기자재 지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 쌀 종자 정보시스템 구축
❍ 쌀 생산-수확후 관리와 미곡 저장관리 시스템 구축
❍ 쌀 종자 수급관리를 위한 전문가 파견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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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강화
❍ 초청연수, 실무급 국내 초청연수 실시
❍ 현지 워크숍,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기술교육 실시

□ 사업관리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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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예산 구성(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사업비

총계
□ 사업내용1

- 세부사업1-1

4,500
정선시설 및 저장시설 구축

2,900

- 정선시설(이사벨라, 누에바에시아 주)
* 대략정선기: 제망기, 풍력선별기, 연속식 건조기 등 (처리용량:
시간당 2.5톤 처리)
* 정밀정선기: 제철기, 다량 연류계, 정밀 연류계 등
* 건물 증축: 설비 인입을 위한 건물 증축

2,400

- 저장시설(이사벨라, 누에바에시아, 바탁, 로스바뇨스,비콜 주)
* 저온저장고: 온도 및 습도 조절 가능 저장고

500

종자 인증 시설 및 기자재 지원

400

- 세부사업2-1

- 전문가 파견
* 종자 검수 및 판별 기자재 지원
* 종자 인증제도 전문가(3개월)
* 설비 운영 전문가(1개월)

300

- 세부사업2-2

- 초청연수
* 초청연수 고위급 5인과 실무급 5인, 총 10인, 5일, 1회

100

쌀 종자 정보시스템 구축

300

- 세부사업3-1

- ICT 활용 쌀 생산-수확후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쌀 생산 수확후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2개월)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 설비구축 기자재

200

- 세부사업3-2

- 미곡 저장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쌀 생산 수확후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2개월)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 설비구축 기자재

100

역량강화

200

- 세부사업1-2
□ 사업내용2

□ 사업내용3

□ 사업내용4
- 세부사업4-1

- 초청연수
실무급 10인, 14일, 2회

- 세부사업4-2

- 현지워크숍, 100인, 1일, 3회

150

사업관리

700

-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관리(PM), 48개월
* 공동운영을 위한 전문가 파견, 12개월
* 사업 기초선 및 종료평가 진행

700

□ 사업내용5

- 세부사업5-1

비고

50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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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관리 계획
□ 총괄 성과관리
사업 목표
(project purpose)

성과 지표

출처


필리핀 쌀 종자 인증제도 개선
과 정선·저장시설 현대화를 통
한 쌀 종자 품질 및 생산성 제고


쌀 종자 품질향상(발아율 개선,
%), 쌀 생산성 증가(%), 종자
수확 후 손실 감소(%), 인증제
도 개선여부


PhilRice 연간 종자 생산량 보고서

농업부 연간보고서(지역별 쌀 생산량 변화추이)

자체 설문조사(기초 및 종료조사)

□ 사업 요소별 성과관리
산출물(output)

성과지표

(시설구축)

정선시설 구축
- 대략정선기, 정밀정선기,
사일로

저장창고 구축
- 저온저장고, 훈증설비


정선시설(사업계획 대비)
- 지원된 설비
- 성능(처리량/일)

저장창고
- 보관량 및 운영 현황

(종자 인증제도 개선)

전문가 파견
- 종자 인증제도 전문가, 설
비 운영 전문가 파견

기자재 지원
- 검수 및 판별 각종 기자재


전문가 파견
- 전문가 파견 만족도

기자재 지원
- 기자재 활용률, 만족도

관리 주체 및 방법
PMC

시설구축
- 현지 법에 따른 건축 및 설비의
시공·안전·품질관리
- 연간보고서 작성을 통한 사업
진행률 보고


전문가 파견
- 전문가 파견 만족도

기자재 지원
- 기자재 활용률, 만족도


전문가 파견
- 분야별 적절한 전문가 섭외 및
현지 요청에 맞는 자문 지원
- 전문가의 현지 사업지역 체류
에 따른 안전조치 마련

기자재 지원
- 사업 구축 계획에 따른 각종 기
자재 마련 및 유지보수와 관
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역량강화)

초청연수
- 종자 인증제도 및 쌀 종자
정보시스템 관련 연수 강
의

현지워크숍
-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초청연수
- 초청연수생 만족도

현지워크숍
- 참여자수
- 참여자 만족도
- 발표 수


초청연수
- 세부 초청연수 계획 및 연수생
선발

현지워크숍
- 사업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
최 준비 실행

(사업관리)

사업관리
- 사업점검, 대응마련

사업 모니터링


사업관리
- 위기관리 대응 실적
- 기초선 및 종료선 조사


사업관리
- 사업기간 사업관리자(PM)의
항시 사업 관리 실시
- 사업 평가 수행

(쌀 종자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가 파견
- 정보&관리 시스템 전문가
각 1인

기자재 지원
- 각 정보시스템을 위한 컴
퓨터, 소프트웨어 및 각
종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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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관


PMC 실적보고서 검
토를 통한 평가 및 개
선조치 마련
- 월별 진행상황 검토
- 상시 모니터링
- 실적보고 검토
- 사업 2년차 종료 후
(‘24년) 중간검토 실
시
- 상시 현장점검 실시
-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마련

관계기관 협업
- 필리핀 정부 유관기관,
우리나라 유관기관
해외사무소(KOPIA,
KOICA) 및 해외 진
출 민간기업과의 협
력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Narrative Summary
(요약)

예산 및 인력

Inputs
▶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객관적 검증지표)

Activities
정선시설 및 저온보관창고구축, 종자
인증제도개선, 쌀 종자 정보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사업관리
▶

Outcomes
▶

쌀 생산성 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

Impact

Important Assumptions
(외부조건)

쌀 종자 품질 증대

Means of Verification
(검증수단)

종자 정선·보관·
보급체계 구축

Outputs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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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미작연구소 보고서 및 중앙/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인 농업·농촌 진
지역 정부 통계자료
흥 정책 지원
2. 지원 시설 운영사항
정부의 지속적인 농업 부분
1. 기초선 및 종료선 조사 결과 비교 1. 필리핀
지원
2. 필리핀 중앙/지역 정부 통계자료 2. 농업부와 유관기관의 시설물 및 관
3. 수혜 농가 설문조사(전수조사)
련 시스템 관리
Outputs (산출)
1.
필리핀
정부의 건축/시설/수입에 대
1. 정선시설 처리량(톤/일)
1. 관계자(공무원, 시설운영자, 농민) 한 법정 승인 및 인허가를 포함한 행
1. 정선시설 및 저장시설
2. 저장시설 처리량(톤/년)
면담조사
정지원
2. 개선된 종자 인증제도
3. 인증제도 채택 여부
2.
사업계획서
및
종료
보고서
참고
2.
관련 공무원 및 농민의 자발적 참여
3. 쌀 종자 정보시스템
4. 쌀 종자 정보시스템 활용률 3. 참여자 설문조사(만족도 등)
3. 사업대상지의 사업 착수 준비도
4. 역량강화
5.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4. 필리핀측의 사업 공동참여 인력 배정
Activities (활동)
Input (투입)
Pre-conditions (전제조건)
1. 정선시설 및 저장시설 구축
[한국측 부담(총 예산 45억)]
1-1 정선시설: 대략정선기, 정밀정선기, 사일로 구축 - 필리핀 미작연구소 내 정선시설 및 저장시설 구축
1. 필리핀 정부의 역량 및 자발적이며
1-2 저장시설: 저온저장창고, 훈증시설 구축
- 전문가 파견(종자 인증제도, 종자 정보시스템 관리, 시설관리)
적극적인 참여
2. 종자 인증제도 구축
- 연수생 초청(정책 교육 및 실무교육)
2. 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필리핀
2-1 전문가 파견
- 정보 시스템 구축 기자재 지원
측의 부지제공, 시설물 지원,
2-2 기자재지원
- 현지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행정지원, 인력 지원 등의 선제 조건
3. 쌀 종자 정보시스템 구축(생산-수확후 관리, 미곡 [수원국측 부담]
확보
저장 및 관리 시스템)
- 시설 부지 제공 및 운영 협조
3. 사업예산 이내에 실현 가능한 세부
3-1 전문가 파견
- 필리핀 측 사업 공동 담당자 지정
활동 계획 수립
3-2 기자재 지원
- 사업관리를 위한 PhilRice내 사무실 제공
4. 사업 기간 내 계획 활동 이행 완료
4. 역량강화
- 사업실시에 따른 안전 및 법적, 행정적 지원(기재부 및 농림부)
4-1 초청연수(실무급)
[기타 기관 협조]
4-2 현지워크숍
-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련 협조(필리핀 KOPIA)
- 시설 유지 및 보수 관련 협조(필리핀 진출 우리나라 민간기업)

Overall Goal (상위목표)
1. 쌀 생산성 증대(톤/㏊)
필리핀 쌀 종자 인증제도 개선과 정선·저장시설 현대화
를 통한 쌀 품질 및 생산성 제고
Project Purpose (사업목표)
1. 쌀 종자 품질(발아율, %) 증대
1. 정선 및 보관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종자 생산
2. 수확 후 손실 감소율(%)
2. 인증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인적역량강화

사업개입논리

사업명 : 고품질 쌀 종자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역량강화 기간 : 2022-2025 예산 : 45억 원 사업대상지역 : 필리핀 루쏜지역
수혜그룹 : 수원국 공무원 및 계약농가

<참고자료> 사업 PDM(Project Design Matrix)

7.3. 인도네시아
□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인도네시아는 국내 총생산 중 농업의 비중이 13%이나 농촌인구의 비중은 약 50%에 이
르러 농업의 저생산성과 함께 상대적인 저소득의 어려움을 안고 있음.
- 특히 초지를 포함한 농지규모가 5,700만㏊, 영구경작지가 2,250만㏊에 이르는 농업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기초 식량작물을 일부 수입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쌀과 옥수수, 설탕 등 식량작물의 생산량을 증대하여 자급도를 높이
는 것을 최우선 발전과제로 하고 있으나 과도한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해 오히려 토지 생
산성이 낮아졌음.
- 인도네시아는 농경지의 74%가 산성토양으로 토양 유기물이 부족하고 산도가 낮아
농산물 생산에 부적합함.

❍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경지 황폐화와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여 유기농업을 확산
하는 방편으로 친환경비료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친환경비료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친환경비료의
개발역량 제고와 제품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ODA 사업을 요청함.
- 이에 2019년 우리 농식품부의 KAPEX(‘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 컨설팅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토양연구소(Indonesian Soil Research
Institute, ISRI)와 친환경비료 산업 개발을 위한 공동조사를 수행
- 제3회 아시아 7개국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19.10.31)에서 인도네시아 농업부가
공동조사 결과를 반영한 동 주제의 사업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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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필요성(정책적)
❍ 제3차「국가중기개발계획(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2015-2019)」
- 「국가중기개발계획(2015~2019)」의 농업부문 주요 목표는 1) 주식 생산량 증대를
통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 2) 식량 가격 안정화, 3) 식품 소비의 품질개선과 균형있는
식품 섭취를 통한 영양개선, 4)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재해 경감, 5) 농민 복지개선임.
- 동 국가개발계획에서 중시하는 농업발전전략의 두 가지 방향은, △식량 작물의 생산
량을 늘려 자급도를 높이는 것과 △토양의 비옥도를 향상하여 친환경농업과 기후변
화에 대응한 농업을 장려하는 것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 기아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농업개발마스터전략(Agriculture Development Master Strategy, 2013-2045)」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미래 농정비전으로 채택하면서
「2013-2045 농업개발마스터전략」을 발표함.
- 동 전략의 단계별 목표 중 “지속가능한 농업바이오산업의 육성”이 가장 먼저 제시될
정도로 생태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

❍ 「2015-2019년 농업부 전략계획(Strategic Plan)」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1,000개 유기농업 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농업 마을을 조
성하고, 유기농업의 필수요소인 토양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비료의 개발과 공
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옴.
- 동 5개년 계획은 2019년까지 1,500개소의 유기비료 제조시설을 지원하고, 식량작
물 유기농업 마을, 원예작물 유기농업 마을 등 1,000개의 유기농업 마을을 개발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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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 사업목표
❍ 인도네시아 농업부 소속 연구기관인 농지자원연구개발센터(Indonesian Center for
Agricultural Land Resources Research and Development, ICALRRD)의 친환경
비료 시험·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고품질 친환경비료 제품의 표준화를 촉진함으로
써 궁극적으로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

□ 성과지표
❍ 신 친환경비료의 개발과 표준화 개수(개)
- 개발 시험횟수, 개발개수, 실용화개수, 특허개수, 규격표준 건수 등

❍ 비료생산회사 기술이전과 시장지향 생산품목 수, 매출 규모(개, 달러)
- 기술이전 건수, 제품으로 생산한 개수, 개발제품 매출액 등

❍ 비료개발과 생산 관련 교육・훈련 실적(시간/인)
- 교육인원과 시간, 사후 만족도와 평가 등

3) 기대효과
□ (한국측) 현대적 친환경비료 생산시설 구축과 설비기술 이전을 통한 한국 유기비료 생산
업체의 현지 진출 도모
□ (수원국측)
❍ 현대적 친환경비료 시범 생산시설 구축과 실험실 및 현장시험장에 필요한 설비나 장비
의 확보를 통해 친환경비료 시험·연구개발 역량 강화
❍ 개발된 제품과 기술을 친환경비료 생산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친환경 비료산
업의 발전 도모
❍ 발전된 기술을 통한 고품질의 친환경 비료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토지 생
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식량 자급도 안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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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국 관련기관
❍ 인도네시아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MoA), 인도네시아 농업연구개발청
(Indonesian Agency for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AARD) - 인
도네시아 농지자원연구개발센터(ICALRRD) - 인도네시아 토양연구소(ISRI)

5)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사업비 : 2022~2024(3년) / 53.5억원
□ 대 상 지 : 자와바랏(Jawa Barat)주 보고르(Bogor)시
□ 수 혜 자 : 인도네시아 농지자원연구개발센터 및 토양연구소 등 토양비료연구자,
기술자, 비료생산업자, 농민 등
□ 구성요소
① (시설구축) 친환경비료 시범생산시설 1동 건축(원료적치장, 제품생산공장, 완제품적
치장, 교육장 등), 시험용 온실 1동 리모델링
② (기자재지원) 친환경비료 시범생산시설 관련 송풍 및 포장설비, 종합토양실험실(토양
화학, 토양생물학, 토양물리학) 분석장비, 시험용 온실 기자재 지원 등
③ (전문가파견) 친환경비료 생산시설 건축 및 운영, 토양, 비료 분야 등 총 36개월
④ (초청연수) 관련 공무원 고위급 10인 7일 1회 / 연구개발자 및 생산기술자 실무급 12
인 14일 1회
⑤ (역량강화) 친환경비료 생산설비 운영 매뉴얼 개발, 토양학실험 매뉴얼 개발, 토양비료
연구자 세미나, 농민 및 비료생산업체 교육·훈련 등
⑥ (사업관리) 사전조사, 실시협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

□ 수원국 예비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기간 : 2019. 4. ~ 2019. 12.
□ 출장지역 : 자카르타(Jakarta), 자와바랏(Jawa Barat)주 외
□ 출장자 : 김종선(농경연 연구위원), 강창용(농경연 명예선임연구위원), 허만원(개진영농
대표), 박차미(농경연 연구원), Asmarhansyah(인도네시아토양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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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장), Surono(토양연구소 토양생물과장) 외

2) 사업추진 필요성
□ 유기비료 지원정책
❍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유기비료 산업을 육성하면서 2007년부터 쌀 생산지역을 중
심으로 유기비료 가공장비, 제조용 퇴비하우스 등 생산공정 장비와 시설을 지원해오고
있음.
❍ 농업부는 “Go Organic 프로그램”의 하나로 5개년(’15~‘19) 계획의 1,000개 유기농
업 마을 조성사업에 착수하였음. 2차 사업으로 2024년까지 1,000개의 마을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예산 부족과 지역공동체의 참여 미흡으로 1차 사업의 목표 달성에 실패함.
- ‘18년 기준 714개소의 유기농업 마을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중요시하고 있는 식량작
물 유기농업 마을은 326개소만 조성되었음.

<표 7-15> 1000개 유기농업 마을 조성사업 실적
단위: 개소, %

구분
계획
성과

기간

식량작물

원예

플랜테이션

소계

2015~2019

600

250

150

1,000

2020~2024

600

250

150

1,000

~2018

326(54.3)

203(81.0)

150(100.0)

714(71.4)

주: ( )%는 실적률을 나타냄.
자료: 인도네시아 KAPEX 공동조사보고서(2019).

- 유기비료 생산기업과 유통, 소매업체 간 신뢰가 부족하며 일부 업체는 국가표준규격
(Indonesian National Standard, SNI)에 등록되지 않은 유기비료를 판매한다는
지적이 있음.

❍ 한편, 친환경비료의 개발과 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2008년부터 유기비료에 대한
가격보조를 해오고 있음. ’16~‘18년 기준 연평균 70만t의 유기비료가 정부의 가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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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의해 공급되었음.

□ 유기비료의 수요
❍ 인도네시아 내 유기비료 수요와 생산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자료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유기비료 생산능력은 수요량과 비교해 매우 적다고 판단됨.
- 거시차원의 유기비료 수요량의 경우 CDMI(Central Data Mediatama Indonesia)
의 2017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12.3백만t, 2012년 12.6백만t, 2013년
12.9백만t으로 증가하고 있음.
- 또 다른 추정은 2030년 정부가 제시한 비옥화 패턴, 5:3:2를 고려하는 경우임. 즉 농
경지 1ha당 유기비료 500kg, NPK 300kg, 유안 200kg을 고려할 경우, 유기비료 수
요는 연간 690만t으로 추산되고 있음.
❍ 지금까지는 연간 200만t 정도의 생산능력을 가진 유기비료 업계가 생산을 담당해 온 것
으로 보고 있으나, 오일팜, 고무, 코코아, 커피, 사탕수수, 면화, 담배, 옥수수, 쌀 등의
작목을 중심으로 유기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 보조 유기비료의 경우, 2019년 기준 농민들이 신청한 보조비료의 요구량은 약
670t으로 공급 충족률이 14%에 불과함. 따라서 유기비료의 확대 생산과 공급방책을 마
련하는 것이 중요함.

<표 7-16> 정부 보조비료 수요와 보조 물량
비종

총 물량(t)
신청 물량(A)

보조 물량(B)

차이(A-B)

충족률(B/A, %)

UREA(유안)

5,861,773

3,824,988

2,036,785

65

SP-36(인산질비료)

2,792,945

778,995

2,013,950

28

ZA(질소질비료)

2,203,613

995,995

1,207,618

45

NPK(복합비료)

5,894,355

2,326,006

3,568,349

39

유기질비료

6,653,793

948,011

5,705,782

14

합계

23,406,479

8,873,995

14,532,484

38

자료: PT Pupuk Indonesi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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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비료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는 식량작물로 전체 수요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
급 충족도는 6.7%에 불과함. 원예와 플랜테이션 작물의 충족률은 각각 38.7%, 27.5%
이나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

□ 유기비료 산업의 경제성
❍ 인도네시아 유기비료 산업은 경제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유기비료를 생
산하는 기업 또는 농민집단의 사업 수익성을 조사한 결과, 편익비(B/CRatio)가 평균
1.5를 상회한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음.
❍ 또한, 유기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의 가용성이 매우 큼. 2016년 기준 볏짚, 옥수수, 콩 등
을 이용한 유기비료 잠재생산량이 약 5,040만t에 달했으며 절반 이상의 유기비료 원료
가 자와(Jawa)에서 생산되었음. 주요 가축 배설물 역시 연간 700만t 이상 발생하였음.
도시 지역에서 널리 구할 수 있는 유기성 폐기물을 고려하면 유기비료 잠재생산량은 더
욱 커짐.

3) 기관별 면담내용
□ 인도네시아 농업부
❍ 인도네시아 비료정책의 지향목표와 방향은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
개선을 통한 농업소득의 제고에 있음.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학과 유기비료 모두에
가격보조를 시행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민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생산
비를 절감해 주기 위한 것임.
❍ 인도네시아 농업부의 우선순위는 쌀 재배 관련 비료사용이라고 할 수 있음. 쌀 생산성
증대는 ‘11~’18년 농업부가 추진해 온 농업발전계획의 핵심목표로 이를 위해 습지 쌀
재배면적 확대, 유기비료 가공시설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옴.
❍ 친환경비료 개발 및 공급 확대를 통해 부적절한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
결하고 궁극적으로 유기비료와 비유기비료의 균형된 시비를 통해 농업생산성이 강화되
기를 희망함.

154

❙

□ 인도네시아 토양연구소
❍ 토양연구소는 농업부 농업연구개발청(IAARD) 농지자원연구개발센터(ICALRRD) 소
속 기술연구소로 토양자원 관리를 중심으로 토양 성분분석, 작물 및 비료 분석 등의 조
사·연구를 수행함.
- 1905년 설립되어 현재 박사 41명 등 12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

❍ 토양연구소는 토양화학, 토양물리학, 토양생물학, 토양광물학 실험이 가능한 종합토양
실험실과 시험용 온실, 현장 연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그림 7-7> 인도네시아토양연구소 시설

토양생물학 실험장비

토양물리학 실험장비

시험용 온실

❍ 토양연구소는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의 비옥도를 분석하여 토양 조건에 알맞은 작물
별 맞춤형 비료를 개발하고자 함. 특히 자와바랏주는 쌀 생산의 중심지로 고기능성
NPK복합비료와 고품질 친환경비료를 개발할 경우 생산량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오렌지나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NPK복합비료인 ‘Jeranti’는 개발하였으며, 국영
비료기업인 푸푹 쿠장(PT Pupuk Kujang)에 기술을 이전하여 생산·판매하고 있음.

❍ 그러나 토양실험 장비와 시험용 온실 등 연구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연구·개발 및 보급
활동에 제약이 있음. 대량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험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
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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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시설 수준으로는 완효성 비료와 같은 고기능성 비료를 개발하지 못함. 토양샘
플 1건 분석에 30일 이상이 걸려 연평균 샘플 분석 수가 2만 건 정도임.

❍ 2019년 KAPEX 공동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비료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제안
함. 사업목적은 토양연구소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뿐 아니라 농민 등 이해관계자에 친환
경비료 시비법 등을 교육하여 친환경비료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함.

4) 사업대상지 조사결과
가. 비료 생산업체
□ 푸푹 인도네시아(PT Pupuk Indonesia)
❍ (일반 현황) 푸푹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1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국가 소유
기업(state-owned enterprise)임. 사업영역은 크게 비료와 비료외제품 두 가지로 나뉨.
❍ (비료생산) 푸푹 인도네시아 소속 5개 회사가 유기 및 화학비료와 화학제품을 생산함.
국영 5개 비료회사의 총 생산능력은 연간 2,100만t 이상임. 이 가운데 유안 생산능력은
986만t, 암모니아 530만t, NPK 복합비료는 315만t, 제품 SP-36(인산질비료)과 ZA
(질소질비료)가 각각 50만t, 75만t임.
❍ (보조비료의 관리체계) 인도네시아의 비료생산과 공급은 정부가 관리함.따라서 푸푹 인
도네시아에서 생산, 판매되는 보조비료의 신청과 분배 또한 행정조직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
- 농민의 보조비료 요구량 취합, 예산의 배정, 비료생산회사와의 계약체결, 생산과 배송,
중간단계에서의 보관, 농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정부 통제하에 체계화되어 있음.
❍ (보조비료 판매경로) 정부 보조비료 판매는 생산자→분배자→판매상→농민으로 이어
짐. 중간단계 분배자(유통업체)는 정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생산자와 판매상 사이에
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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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보조비료의 판매경로

자료: 인도네시아 농업부(2019).

❍ (보조비료 가격) 보조비료의 종류와 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음. 정부에서 지원하
는 비료는 총 5종(화학비료 4종과 유기질비료 1종)이며 전량 푸푹 인도네시아의 계열사
에서 생산하고 있음.
- 보조비료의 기본 포장단위는 화학비료의 경우 50kg, 유기질비료는 40kg임.
- 보조대상 5개 제품별 최고소매가격(Highest Retail Price, HRP)은 정부에서 공급
하는 비료를 농민이 소매에서 구매할 때 적용되는 최고가 기준임.
- 보조비료의 구입가격의 60%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농민이 부담함.
- 최종 소비자가격은 해당 지역 공장의 생산비와 배송비 등의 차이로 인해 비료회사별
로 조금씩 다를 수 있음.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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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7> 보조비료 종류별 kg당 최고소매가격(HRP)
비료종류

보조비료 최고소매가(Rp)

Urea

1,800

SP-36

2,000

ZA

1,400

NPK

2,300

Organic

500

주: 농민지불가격(40%)+정부보조(60%)=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로 추정됨.
자료: PT Pupuk Indonesia(2019).

❍ (유기비료의 생산체계) 인도네시아 유기비료 생산시스템의 특징은 국영기업인 푸푹 인
도네시아가 전국 5개 자(子) 비료회사들과 지역 중·소 유기비료회사 및 비료 생산시설
을 보유한 농민그룹(Farmers Group)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점임.
- 이러한 지역 중소기업 또는 농민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는 자체 생산설비가 아니
더라도 기술 및 자본지원을 통해 국가 차원의 유기비료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음.
- 2018년 기준 354개 유기·바이오 비료 생산회사가 등록되어 있음.

□ 푸푹 쿠장(PT Pupuk Kujang)
❍ (일반 현황) 푸푹 쿠장은 국영기업인 푸푹 인도네시아가 소유한 자회사로 1975년에 설
립되었으며 유안, 암모니아, 복합비료, 유기비료를 생산함. 자카르타로부터 약 110km
거리, 자와바랏주 카라왕(Karawang)에 위치
- 1A Plant : 연 57만t 유안, 33만t 암모니아 생산능력 보유, 1978년 완공
- 1B Plant : 연 57만t 유안, 33만t 암모니아 생산능력보유, 2005년 완공
- Ammoniac Plant : 액상 암모니아 연 2.4만t 생산능력, 2008년 생산 시작
- NPK Granule 1 : 연 10만t, 2009년부터 생산
- NPK Granule 2 : 연 10만t, 2015년부터 생산
- 유기질비료 : 연 2만t, 2008년부터 협력회사를 통해 생산, 공급하고 있음. 푸푹 쿠장
은 자와지역 23개의 유기질 비료회사(독립된 개인사업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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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들 회사의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기도 함.
- 향후 유안과 암모니아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복합비료 그래뉼(granule) 생산도 확대
할 예정

❍ (생산제품) 현재 정부 보조비료로 유안과 NPK복합, 유기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비보
조 화학비료 2종도 공급하고 있음. 이외에도 직접 소매되는 복비, 액상, 입상 등의 비료
제품을 생산함.

<그림 7-9> PT Pupuk Kujang의 비료제품

보조제품 3종

비보조제품 2종

자료: PT Pupuk Kujang(2019).

- 연간생산량은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전체 생산능력의 90%가 가동되는 것으
로 추정됨.

❍ (보조비료 공급) 보조비료의 가격은 생산비와 중간 상인들의 이윤을 고려해서 정부와 협
의해서 최종결정하며, 전국 5개 국영 비료회사의 사정에 따라 동일 제품이라도 가격은
다를 수 있음.
- 포장 단위는 5kg, 25kg, 50kg로 세 종류임.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하는 대금정산은
월 단위로 이루어짐.
- 농민 부담금은 최종판매상이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형태.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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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비료 가격) 현재 정부 보조대상이 아닌 화학비료 제품 ‘Nitrea’의 경우 가격은
6,000~7,000루피아(Rp)/kg 수준으로 매우 고가임. 이를 기준으로 정부 보조 대상인
화학비료의 가격을 추정했을 때, 농민은 원화 환산가격으로 20kg당 4,400~6,200원을
지불해야 함.
- 농민 대부분이 비료 구매능력이 낮음. 일부 비보조비료의 수요가 있으나 이들은 수출
형 대규모 농장이나 상대적으로 고수익성 작물인 과일과 채소, 원예, 팜오일 등을 재
배하는 비교적 소득이 높은 농가들이라고 함.

□ 퍼르사다 푸푹 인도네시아(PT Persada Pupuk Indonesia)
❍ (일반 현황)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푸푹 쿠장(PT Pupuk Kujang)에 공급하는 회사로
2010년에 설립되어 2012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였음. 현재 ‘Petroganik’과 ‘Excow’ 2
개 제품을 생산함.
❍ (생산제품 - Petroganik) 월 500t(목표치 750t), 연간 6,000t(‘18년 기준 5,000t)을 생
산함. 1,193루피아(Rp)/kg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푸푹 쿠장은 보조금+500Rp에
비료를 판매함. 전량 보조비료로 판매되고 있음.
- 계분과 우분에 칼슘제 등을 혼합하여 주재료 85%, 부재료 15% 정도로 제작함. 기본
공정은 발효→살균→성형→살균→건조→식힘→포장의 순서로 중간에 그래뉼로 만드
는 과정에서 가열함. 고온 가열하는 경우 유기물의 무기질화 가능성이 있음.
- 함유성분은 유기질 22.5%, C/NRatio 10~24, pH 6-8, 수분함유량 12~18%임.
- 적정 사용량은 논의 경우 500kg/ha, 밭 및 일반 원예의 경우 2t/ha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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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퍼르사다 푸푹 인도네시아 생산시설

❍ (생산제품 - Excow) 정부 보조없이 일반 판매되는 제품으로 생산량은 연간 1,200t 정
도, 판매가격은 1,000Rp/kg임.
- 유기질 20.26%, C/NRatio 16.47, pH 7.21, 수분함유량 12~21%임. N과 P 용재가
섞여 있으며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유된 백운암(dolomite)이 들어감. Cu, Zn, B도
미량 함유하고 있음.
- 필수단백질 함유로 지력 향상 및 작물의 생장에 도움을 주며 토질을 개선함. 또한, 무
기질비료 N, P의 사용 시 활성도를 높여주고 토양의 pH 농도도 안정시킴.
- 적정 사용법은 일반 토양의 경우 제품과 1:1로 섞어서 사용함. 논의 경우 500kg/ha,
밭 및 일반 원예의 경우 2t/ha 정도임.

❍ (생산제품의 수익성) 두 제품의 매출 규모는 연간 총 72억Rp임. 판매가격에 차이가 있
으나 두 제품의 판매를 통한 연간 순이익은 매출의 약 10% 수준인 7.1억Rp임.

<표 7-18> 유기질비료의 kg당 원가와 이익
구분

판매가

제조원가

판촉비

순이익

총영업이익(연간)

Petroganik

1,193

980

75

138

6.9

Excow

1,000

980

0

20

0.2

-

7.1

합계

-

-

-

자료: PT Persada Pupuk Indonesi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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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roganik 기준시 원가는 980Rp/kg로 푸푹 쿠장의 인수가격인 1,193Rp/kg을
고려하면 kg당 이윤은 213Rp임. 여기에 판촉비용 75Rp/kg를 뺀 순이익은
138Rp/kg임.
- 작업은 1팀당 45명이며 2팀 2교대로 하루 11시간 정도 작업하고 있음.
- 1인당 월 인건비는 약 150만Rp, 총 인건비는 연간 약 60억Rp로 계산됨.
- 원료인 발효 분뇨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하고 있음. 첨가 부재료 역시 마찬
가지이지만 단가가 낮아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고 함.

❍ (Petroganik 사용의 경제성) 유기비료 사용 시 투입비용이 관행과 비교하여 5배 정도
높지만, 결과적으로 쌀 생산량이 많아지고 쌀 가격이 투입재 가격보다 비싸 경제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표 7-19> 쌀 재배 시 Petroganik사용과 대조구 경제성 비교
구분

투입과 생산량(kg)

가격
(Rp/kg)

Demo

비용과 수입(Rp)

Control

Demo

Control

탄산칼슘

500

2,000

Petroganik

500

500

NPK

230

300

500

유안

1,000

200

200

200,000

200,000

-

-

-

1,519,000

315,000

5,000

9.2t/ha

6.4t/ha

46,000,000

32,000,000

-

-

-

44,481,000

31,685,000

총비용
쌀생산량, 금액
(수입-비용)/ha

1,000,000
250,000
69,000

115,000

자료: PT Persada Pupuk Indonesia(2019).

□ 사피수기 막무르(PT Sapisugih Makmur)
❍ (일반 현황)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여 푸푹 쿠장(PT Pupuk Kujang)에 공급하는 회사로
생산공장 인력은 30명, 축사 관리는 10명으로 총 40명이 근무.
- 공장근로자의 경우 유기비료 생산 kg당 80Rp의 인건비를 지급함.
❍ (비료 공정) 유기질 비료 공정은 퍼르사다 푸푹 인도네시아와 유사하지만, 생산설비와
장비, 작업 여건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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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분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키나나무(quinine) 부산물을 부재료로 사용함. 농장에서
1차 숙성된 유기질비료 원료를 분쇄한 후 원료로 사용하며, 칼슘이나 석회 등을 혼합
하여 제품을 생산함.

<그림 7-11> 사피수기 막무르 생산시설

❍ (원료 수급) 자체 소 농장을 보유하여 1,060두를 사육하고 있음. 1,000두는 회사소유,
60두는 농장 직원의 소유임.
- 소먹이로는 거의 조사료, 옥수수와 볏짚 등만을 사용함. 여기에 1차 가공 이후 발생하
는 유기성 재료(찌꺼기), 버섯 배지 등을 구입해서 사용하기도 함. 과거 사탕수수 찌
꺼기 사용했으나 지금은 비싸서 사용하지 않음.
- 생후 10개월령 송아지를 구입하여 3~5개월 비육 후 판매함. 이때 몸무게는 약
360kg 전후라고 함. 총 출하까지 약 16개월 전후가 소요.

❍ (생산제품) 보조비료인 ‘Petroganik’과 비보조비료인 ‘SSM’ 2개 제품을 생산함.
- Petroganik의 1,190~1,180Rp/kg, SSM은 1,500~2,000Rp/kg에 납품.
- Petroganik에는 미생물(microorganism)을 섞고 있으나 SSM에는 가축 배설물과
키나나무 부산물만을 사용하고 있음.
- Petroganik은 약 250t 생산당 1회의 품질 검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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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료 유통업체
□ PPI(PT Perusahaan Perdagangan Indonesia)
❍ (일반 현황) PPI는 페트로키미아 그러식(PT Petrokimia Gresik) 등 몇몇 국영 비료회
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비료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운송
하는 무역회사임. 현재 이 회사는 통상부(Ministry of Trade) 소유임.
- 이와 같은 정부 지정 비료 유통업체는 전국에 1,300여 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해당 지
역에 비료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소매상은 35,000여 개가 있음.
- 정부 보조가 아닌 비료를 구매해서 판매하기도 하며 수송업무를 주 업무로 하므로 비
료 이외의 상품 운송도 담당하고 있음.

❍ (유통체계) 비료를 전국으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장비와 시설, 운송 수단이
필요함. 인도네시아는 동서남북의 거리가 멀고, 섬이 많아 단계별 수송과 분배 관련 창
고와 배, 컨테이너 등이 필요함.
- 보조비료의 경우 분배단계별 적정 재고 보유를 법제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수송단
계별 창고가 많이 갖춰져 있음.

❍ (자금 흐름) PPI와 같은 유통업체들이 비료가격을 생산회사에 지불하고 여기에 일정 마
진을 추가한 가격으로 소매상을 통해 농민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함.

다. 유기비료 사용 농가
□ 치보다스(Cibodas) 마을
❍ (일반 현황) 산간지역인 웨스트반둥(West Bandung)군 치보다스에는 대부분의 농가가
소규모 농장을 보유, 경작하고 있음.
- 치보다스는 이웃단위(rukun tetangga) 농가가 60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한 그룹
당 10~20개의 가구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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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 사용) 대체로 화학비료 보조받고 있으며 농약은 10% 정도 사용하고 있음. 유기비
료의 경우 일부는 정부에 신청하여 보조를 받기도 하지만 공급이 불안정해 시장 구매하
여 사용하고 있음.
- 2002년 이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화학비료를 사용하였는데 점차 유기로 변화하고
있음. 유기비료를 자가 제작하여 사용하면서 일부 농가가 유기비료 제품을 만들어 판
매하기도 함.
- 농민들은 유기비료의 사용으로 지력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작물의 성장이 좋아
졌다고 판단함.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기비료와 화학비료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자 하나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Java Preanger 커피 플랜테이션
❍ (일반 현황) 웨스트반둥(West Bandung)군에 있는 이 커피농장은 총 3,000ha의 면적
중 농민소유가 500ha, 정부 소유가 2,500ha임. 1인당 1ha 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총 2,500여 명의 농민들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리인은 5명임.
-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커피, 팜오일, 고무와 녹차 농장은 대부분 정부 소유임. 대규모
농장은 정부가 농민과 협력하여 운영하나 실질적인 판매와 관리는 정부가 총괄함. 반
면, 소규모 농장은 농민들이 소유함.
- 1ha당 커피나무 2,000~2,500그루 정도를 식재함. 수확량은 연간 약 1,200t 정도
(건조 후 껍질을 제거한 상태의 중량)이며 4~6월경에 수확함.

❍ (수확과 판매) 농민이 커피열매를 수확해 오면 껍질째 10,000Rp/kg로 구매, 2차에 걸
친 박피와 건조작업을 거치면서 처음 중량의 14% 정도로 줄어들게 됨. 최종제품은
100,000Rp/kg에 판매함.

❍ (화학비료 사용) 정부 보조가 없는 NPK복합비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해 토양의 산도가 증가하고 경화가 발생함.
- 연간 약 4회 정도의 화학비료를 사용하며 보통 커피나무 1주당 50~100g 정도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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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료를 살포함. 비료 50kg 1포당 가격은 450,000Rp로 연간 1주당 3,600Rp 비용
이 소요됨

❍ (유기비료 사용) 현재 시범사업으로 정부 보조 퇴비를 사용하고 있음. 유기비료는 1주당
5kg, 연간 2회 시비가 권장됨. 비료 50kg 1포당 가격은 17,500Rp로 연간 1주당
3,500Rp 비용이 소요됨.

□ 타식말라야(Tasikmalaya)군 농민그룹(FG)
❍ (일반 현황) 타식말라야군 쿠다데파(Kuda Depa)마을의 쌀 재배 농민그룹인 ‘Sri Asih
Maju Hurip’은 2001년 조직되어 41명의 농민이 소속되어 있음. 쌀 재배면적은 9.8ha
로 농민 1인당 0.24±0.14ha를 경작함.
- 쿠다데파 마을은 해발고도 700~800m에 위치하고 수자원이 오염되지 않아 유기농
쌀 재배에 적합한 지역임.
- 토양 비옥도가 비교적 우수해 벼 3모작이 가능하며 쌀 생산성은 우기 7~10t/ha, 건
기 5~7t/ha임.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벼 품종은 Sintanur, Ciherang, Sagi가 있음.

❍ (화학비료 사용) 농민 대다수가 1ha당 각각 유안 105kg과 NPK복합비료 315kg를 사
용하고 있음.
- 화학비료는 정식 7일 후 1회, 20~25일 후 1회 총 2회 수작업으로 살포함.

❍ (유기비료 사용) 유기비료로 퇴비를 사용하며 작기마다 살포함. 가축 배설물은 구매하
거나 인근 농장에서 조달하여 우기 7.5t/ha, 건기 5t/ha씩 퇴비를 살포함.
- 10%가량의 농민은 2~4년 간격으로 우기에 토양개량제로 백운암(dolomite)을 1ha당
최대 1,400kg 살포하며, 농민의 10%는 작기마다 6~7리터/ha의 미생물을 살포함.
- 농민 대부분이 퇴비 제조 방법을 알고 있으나 실제로 자가 제작할 수 있는 농민은
10% 정도에 불과함.
- 마을에 축산 농가가 없어 가축 배설물을 사용하여 유기비료를 생산할 가능성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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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파악됨. 2019년 유기농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우분을 지원받
았으나 이러한 정부 보조가 지속하지 않는다면 유기비료의 사용 확대가 어려울 것으
로 조사됨.

❍ (유기농업의 경제성) 퇴비를 이용한 부분적 유기농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
석됨.

<표 7-20> 타식말라야군 쌀 재배농가 경제성 분석
구분
총비용(백만Rp/ha)

우기

건기

20,045

18.289

단수(kg/ha)

8,500

6,500

수익(백만Rp/ha)

40.800

33.150

이익(백만Rp/ha)

20.755

14.862

R/C Ratio

2.0

1.8

B/C Ratio

1.0

0.8

자료: 인도네시아 KAPEX 공동조사보고서(2019).

라. 조사자 의견
❍ 2013년 인도네시아통계청(Statistics Indonesia)의 농업센서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농민의 13.5%만이 유기비료를 사용하고 있음.
- 쌀 농가의 경우, 25% 정도가 유기비료를 사용하고 있음.

❍ 쌀농사의 경우 연간 2.5회 정도 토지를 이용하는데 많은 경우 표준시비가 지켜지지 않
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장의 농민그룹(FG)은 생산기술이 미흡하여 국가표준규
격에 부적합한 유기비료를 사용하기도 함.

❍ 균형시비에 필요한 토양 정보가 부족하고 이를 실시할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인 과도한
비료 살포로 토양의 산성화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쌀 재배 농민의 비료사용량이 1ha당 유안 200kg, NPK 300kg, 유기질비료 500kg임.
- 인도네시아 11개 주 조사에 따르면 토양의 질적 저하로 농경지의 임계면적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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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ha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농경지 황폐화와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유
기비료 공급을 확대하고 유기농업을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생산기술과 제
품개발기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함.

❍ 생산과 유통 측면에서는 발전된 생산시스템이 필요함. 유기비료의 품질개선을 위한 정
부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뒤따라야 하며 기업의 공정개선과 품질 향상 노력
이 동반되어야 함.
- 인도네시아내 비료 공장은 ① 국영 비료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발전된 유기비료 생
산기업, ② 농민그룹 중심의 전근대적 공장, ③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
는 간이 생산시설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음.
- 이들에 대한 적절한 공정시스템 개발과 시설 지원이 필요함. 나아가 유통의 건전화,
명확화를 위한 품질인증·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또한, 농가의 유기비료 이용을 촉진하고 효과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유기비료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과 효율적 사용능력을 제
고해야 함.
- 유기비료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농민을 대상으로 한 유기농업, 유기비료 사용에 관련
된 교육 및 지도가 미흡해 유기비료의 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임.
- 농가 단위의 유기비료 사용을 장려하고 마을 단위의 유기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유기
농업의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 생태순환적으로 농민과 농민그룹이 유기비료를 생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관련 비용의 절감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봄.
- 특히 농촌에서는 유기비료의 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기
비료 생산방법이 제공되면 유기비료의 자가생산과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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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1) 사업추진체계 및 국가간 분담사항
□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
(KRC-PMC-IAARD, MoA)
한국측

인도네시아측

KRC
예산지원, 행정지원, 사업관리 등
↓
↓
PMC
인도네시아(현지수행)
국내지원
- 사업총괄(PM)
- 행정지원
- 전문가지원
- 자료 조사·준비
- 기자재 지원
- 행정업무 수행 등

지원

→

- 서류작업
- 초청연수 지원

사업관리기관
- 농업부(MoA), 농업연구개발청(IAARD)
행정지원, 사업관리 지원
↓
농지자원연구개발센터(ICALRRD),토양연구소(ISRI)
친환경비료 기술개발 사업지원·운영
- 사업대상지 확보
- 친환경비료 연구개발 설비 관리 및 운영
- 친환경비료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 친환경비료 개발 및 기술이전

□ 국가간 추진체계 및 분담사항
한국
정부 주관부처(농식품부)

인도네시아
PCP 제출 및 접수
(‘20.12월 예정)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협력국 수원총괄기관
↓

타당성조사 실시
R/D체결
↔

↓
사업수행기관(PMC)

사업수행
↔

시설구축,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역량강화,
사업관리

분담사항 이행
↔

협력국 주관부처
(농업부)
↓
농지자원연구개발센터(ICALRRD),
토양연구소(ISRI)
사업시행조직 구성 및 행정지원, 연수생
구성, 통관·면세, 공동운영 등 사업시행
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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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소별 세부계획
□ 친환경비료 시범생산시설 구축
❍ 다양한 비료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다수의 로트(lot)를 설치하여 다양한 원료를 투입, 산
출물의 발효 특성과 제품 특성 등을 차별화
- 원료적치장(2,000㎡), 제품생산공장(1,500㎡), 완제품적치장(2,000㎡), 사무공간겸
교육장(500㎡), 진입도로, 주차장 등을 포함하는 친환경비료 시범생산시설 1동 건축
- 송풍시설(모터, 바닥설비, 전기시설 등), 굴착기, 로더, 트럭, 포장설비세트, 적치장
비, 사무집기 등 관련 설비 및 기자재 지원

□ 종합토양실험실 연구장비 및 시설 개선
❍ 시범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에 대한 사전 검토, 개발제품의 품질분석을 통해 국가표준규
격에 적합한 친환경비료 제품개발
- 종합토양실험실(토양화학, 토양생물학, 토양물리학) 분석장비 개선
❍ 생산된 제품의 현지 적응 및 효과성 시험 기능 강화
- 시험용 온실(8x15m) 1동의 설비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리모델링

□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역량강화, 사업관리
❍ 전문가파견 : PM/생산시설 건축 및 운영(24개월), 토양(6개월), 비료(6개월) 등 분야전
문가 파견
❍ 초청연수 : 친환경비료 개발 및 생산기술 전수를 위한 관련 공무원 10인, 연구개발자 및
생산기술자 12인 대상 각 1회 연수 시행
❍ 역량강화 : 친환경비료 생산설비 운영 매뉴얼 개발, 토양학실험 매뉴얼 개발, 토양비료
연구자 세미나, 농민 및 비료생산업체 교육·훈련 실시
❍ 사업관리 : 사전조사, 실시협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실시

170

❙

3) 사업예산 구성(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사업비

총계

① 친환경비료
시범생산시설 구축

5,350
소계

2,900

건물 1동 건축(대지 15,000㎡)
- 원료적치장(2,000㎡)
- 제품생산공장(1,500㎡)
- 완제품적치장(2,000㎡)
- 사무공간겸 교육장(500㎡)
- 진입도로, 주차장 등

2,300

관련 설비 및 기자재 지원
- 송풍시설(모터, 바닥설비, 전기시설 등) 1식
- 굴착기, 로더, 트럭, 포장설비세트, 적치장비 등

600

소계

② 종합토양실험실
연구장비 및 시설 개선

1,200

토양화학 실험실 장비 지원
- 원자흡광분광광도계, 자외/가시광선분광광도계, 킬달분석기, 적정기, 흄후드,
냉장보관실

555

토양생물학 실험실 장비 지원
-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 유전자증폭기, 전기영동장치, 나노분광광도계,
동결건조기, 초저온냉동고

409

토양물리학 실험실 장비 지원
- 시브쉐이커, 토양수분실험세트, 토양수분보수력측정기, 대용량오븐,
밀도분석기, 시험선별기, pH/Cond/DO미터

196

시험용 온실 1동 리모델링(8x15m)
- 2중 비닐피복
- 자동관수시스템, 양분pH조절장치, 분무시설, 토양센서, 무선온습도센서,
무선광조절센서, 수분누수감지센서, 온습도측정장치, 보광시스템

40

③ 전문가 파견

PM/비료생산시설건축(24), 토양(6개월), 비료(6개월) 등 총 36개월

420

④ 초청연수

친환경비료 개발 및 생산기술 전수
- 관련 공무원 고위급 10인 7일 1회
- 연구개발자 및 생산기술자 실무급 12인 14일 1회

150

⑤ 역량강화

친환경비료 생산설비 운영 매뉴얼 개발, 토양학실험 매뉴얼 개발, 토양비료
연구자 세미나, 농민 및 비료생산업체 교육·훈련 등

150

⑥ 사업관리

사전조사, 실시협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

530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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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관리 계획
□ 총괄 성과관리
사업 목표

성과 지표

출처

인도네시아 농지자원연구개발센터의 친환
경비료 시험·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고
품질 친환경비료 제품의 표준화를 촉진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농업생산성 증대에 기여


친환경비료 및 토양 샘플분석
능력향상

친환경비료 개발과 품질개선

친환경비료기업 생산기술제고


사업결과보고서

시험연구개발보고서

제품개발과 기술이전실적자료

운영관리보고서

□ 대표 성과지표 정의서
지표명

친환경비료 및 토양 샘플분석 능력향상(인적자원개발)

지표 정의

현대화 시설장비를 활용한 성분분석능력의 향상 정도 파악

측정단위 및 방법

(종료선 조사/기초선 조사 결과비교)
시험 횟수, 논문, 특허 수

수집방법 및 출처

운영관리 보고서, 게재 논문 학술지와 특허청 제출 실적보고서

보조지표/대리지표


피교육훈련 시간과 인원수

현장과 실험실에서 시험인원수와 시험횟수

현대화된 장비의 질적 수준 비교(종료선 조사/기초선 조사)

장비의 활용도

지표명

친환경비료 개발과 품질개선(신제품개발)

지표 정의

실질적인 비료개발과 표준규격의 개선정도 평가

측정단위 및 방법

(종료선 조사/기초선 조사 결과 비교)

시험, 연구개발된 비료의 개수(비종수)

친환경비료 표준규격의 개선 건수

수집방법 및 출처

운영관리보고서, 개발/시험된 비료의 비종별 개수, 국가표준규격 보고서

보조지표/대리지표


개발/시험 실적 대비표

비료품질규격 개선 결과와 내용(관련법규 개정 내용)

지표명

친환경비료기업 생산기술 제고(제품생산)

지표 정의

개발제품의 생산회사로의 기술과 제품생산, 실용화 정도 검토

측정단위 및 방법

(종료선 조사/기초선 조사 결과 비교)

개발비료 기술이전 건수

비료 생산품목수와 매출의 증가

비료회사 생산성의 증가

수집방법 및 출처


기술이전 실적 보고서

이전받은 기술과 제품 생산실적 보고서

보조지표/대리지표


기술이전 수혜의 만족도

비료회사 경영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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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요소별 성과관리
산출물(output)

성과지표

(친환경비료 시범생산시설 구축)
 원료적치장(2,000㎡)
 제품생산공장(1,500㎡)
 완제품적치장(2,000㎡)
 교육장(500㎡)

 건축물 건립 공정률(%)
 운영 매뉴얼 개발 여부
 지원장비와 기자재의
활용도(시간, 만족도)
 제품개발 기술이전 건수
 제품 생산품목수

(종합토양실험실 연구장비 및
시설 개선)
 토양화학, 토양생물학,
토양물리학 실험실 분석장비
 시험용 온실(8x15m) 1동






(친환경비료 기술 능력향상)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현지교육 및 훈련

 전문가 파견에 대한
만족도(80% 이상)
 초청연수 만족도(80% 이상)
 현지 워크숍, 세미나 등
교육·훈련이수자 수(명)와
교육횟수(건), 만족도

실험 매뉴얼 개발 여부
시험, 분석건수
시험용 온실 활용율(%)
시험, 연구개발된 비료의
개수(비종수)
 표준규격의 개선 건수
 실용화, 특허 개수

관리 주체 및 방법
PMC

사업시행기관

 대상지역, 시설부지
 PMC 실적보고서 검토
점검 및 확정
및 부진사항에 대한
 시설구축
개선조치 시행
 현지법에 따른
- 월별 진도보고, 상시 및
시공·안전·품질관리
정기 현장점검
 시스템 구축 지원
- 부진분야 개선방안 마련
 국내 관련 시스템
및 개선조치 시달
구축현황, 연계 가능성 - 종료평가(자체 혹은
검토 후 지원
외부) 실시
 기자재 지원
 관계기관 협업
 현지에 맞는 자재선정
- 현지공관, KOICA
및 운영
등과의 협력
 국산자재 우선공급
-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가능성 검토 후 지원
수시 협의
 월간 진도보고
- 농식품부에 대한 정기
 연간 실적보고
보고
 파견 전문가 활동 관리
및 지원
 시설운영, 기자재
활용방법 등 교육
 친환경비료 개발 및
생산기술에 대한
관련자 교육
 토양비료실험에 대한
관련자 교육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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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사업대상지 위치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보고르시의 위치

인도네시아 토양연구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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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인력

농업생산성 증대

1. 토양·비료 연구개발 장비 및 시설 개선
2. 친환경비료 시범생산시설 구축
3. 친환경비료 시험분석 능력향상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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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훈련 적극 지원
- 관련 공무원, 연구자의 참여
- 참여 연구자, 기술자에 인센티브 부여
- 관련 인적자원 관리 및 조직구성 효율화

- 건설감리 현장검검결과
- 시설과 장비의 관리대장
- 교육・훈련결과보고서
- 사업보고서
- 관계자 설문조사(관련 공무원,
비료회사, 농업인 등)

- 건축물 건립 공정률(%)
- 생산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 여부
- 실험 매뉴얼 개발 여부
- 지원장비와 기자재의 활용도(%)
- 피교육・훈련이수자 수(명)와 교육횟수
(건), 만족도(%)

Outputs (산출)

Project Purpose (사업목표)

Overall Goal (상위목표)

- 토양연구소의 재정적, 인적 지원 지속
- 토양연구소와 비료생산회사의 개발연
계 유지·강화
- 친환경비료 생산자의 개발수요 증대

Important Assumptions
(외부조건)

▶

- 사업결과보고서
- 시험연구개발보고서
- 제품개발과 기술이전 실적자료
- 국가표준규격 시험/인증실적

Means of Verification
(검증수단)

연구개발 역량강화,
▶ 신제품 개발, 개발비료의
품질향상

Impact

- 시험, 분석건수
- 시험용 온실 활용율(%)
신제품 비료의 개발과 비료표준규격 개선을 위 - 시험, 연구개발된 비료의 개수(비종수)
한 친환경비료 연구개발 역량강화
- 표준규격의 개선 건수
- 실용화, 특허 개수
- 제품개발 기술이전 건수
- 제품 생산품목 수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객관적 검증지표)

비료생산시설 구축, 실험 관련
시설과 장비 확보, 시험분석
능력향상

▶

친환경비료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 교육과
훈련 등

Outcomes

- 정부의 친환경비료 개발지원정책 지속
적 추진
- 친환경비료에 대한 농민의 인식 개선
- 정부지원에 의한 친환경비료 소비확산

▶

Outputs

Activities

사업대상지역 :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보고르
수혜그룹 : 토양비료연구자, 기술자, 비료생산업자, 농민

- 친환경비료 사용 쌀생산 농가의 농업생
산성 5% 증가
- 농업통계
고품질 친환경비료 생산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
- 1ha당 화학비료 사용량 20% 감소
- 표본조사
성 증대
- 농가의 10% 이상 유기농업 실천

Narrative Summary
(요약)

사업개입논리

Inputs

사업명 : 인도네시아 친환경비료 개발역량 강화사업
사업기간 : 2022~2024(3년)
예산 : 53.5억원

<참고2 사업 PDM(Project Design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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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토양화학실험실 연구장비 지원
1.2 토양물리학실험실 연구장비 지원
1.3 토양생물학실험실 연구장비 지원
1.4 시험용 온실 리모델링
2.1 친환경비료 시범생산시설 내 건축물
시공(원료적치장, 제품생산공장,
완제품적치장, 사무공간겸 교육장,
진입도로, 주차장 등) 시공
2.2 관련 설비 및 기자재(송풍시설, 포장설비
등) 지원
3.1 시설 운영 및 기술이전을 위한 한국전문가
파견
3.2 친환경비료 개발 및 생산기술 전수를 위한
초청연수 실시
3.3 관련 현지교육과 훈련

Activities (활동)
[한국측]
ㅇ 예산 : 53.5억원
- 시설구축 : 2,900백만원
- 기자재지원 : 1,200백만원
- 전문가파견 : 420백만원
- 초청연수 : 150백만원
- 역량강화 : 150백만원
- 사업관리 : 530백만원
[인도네시아측]
ㅇ 분담재원 : 미정
ㅇ 기타투입 : 사업부지 확보, 각종 세금과 관세 부담, 행정지원 등

Input (투입)

- 사업예산 내에 실현 가능한 세부활동
계획수립
- 사업기간 내 계획활동 이행 완료
- 인도네시아 정부의 역량 및 적극적 참여
- 사업을 위한 행정지원 등 인도네시아의
사업시행을 위한 제조건 확보

Pre-conditions (전제조건)

<참고3 지원요청 실험장비 목록>
장비명

국내제조사/대행사

제품명

단가
(천원)

수량 합계(천원) 중요도

토양화학
Analytic
원자흡광분광광도계 Jena(외산)/어넬리틱 예나 ContrAA 800D
코리아

257,000

1 257,000

1

1

33,000

1

1 136,000

1

36,000

1

36,000

1

3,300

1

3,300

1

자외/가시광선
분광광도계

Analytic
Jena(외산)/어넬리틱 예나 Specord 200 plus
코리아

킬달분석기

Gerhardt(외산)/씨엠코퍼
레이션, 02-2451-9001

적정기

SI
SI Analytics(외산)/자일럼
Analytics(외산)/Titroline
코리아
7000

흄후드

대한과학

DH.WHD02315

입도분석기

Horiba(외산)/Horiba
코리아

Horiba(외산)/LA-960V2

141,000

1 141,000

2

X선 형광분석기

Horiba(외산)/Horiba
코리아

Horiba(외산)/XGT-9000

430,000

1 430,000

3

열중량분석기

Eltra(외산)/신한과학,
02-3484-1300

Eltra(외산)/TGA
Thermostep

63,000

1

63,000

3

냉장보관실

인도네시아

ASTRO(외산)/ASTC
245A

60,000

1

60,000

1

하수정화처리(공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업체 시공

-

1

-

1

말디토프질량분석기 아스타

아스타/MicroIDSys

420,000

1 420,000

2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기

Illumina

Miniseq TM System

300,000

1 300,000

1

(a) 유전자증폭기
(b) 전기영동장치

(a)SensoQuest(외산)/진
성유니텍,
02-2164-2271
(b) Cleaver
Scientific(외산)/코뮤젠,
02-363-6863

(a)SensoQuest(외산)/La
bcycler Gradient
(b)CleaverScientific(외
산)/CSL-RVBSBVLID

28,600

1

28,600

1

나노분광광도계

IMPLEN(외산)/바이오메
디컬사이언스,
02-3471-6500

IMPLEN(외산)/N120 or
NP80

30,800

1

30,800

1

냉장원심분리기

크리스티코리아

Varispin 15R

20,000

1

20,000

1

동결건조기

일신바이오베이스

TFD 8503

15,000

1

15,000

1

초저온냉동고

대한과학

DH.SWUF00800

12,000

1

12,000

1

마이크로톰

KEDEE(외산, 중국)

국내 제품(x)

21,000

1

21,000

3

Gerhardt(외산)/VAPOD
EST 500

33,000
136,000

토양생물학

사업요소별 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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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생장상

LKLAB KOREA

LI-GW900

13,000

1

13,000

1

시브쉐이커

대한과학

CE.RP200N

6,000

3

18,000

1

토양수분실험세트

제품 선택 불가

52,000

1

52,000

1

토양수분보수력
측정기

SOILMOISTURE(외산)/
씨엔에치, 02-501-3869

SOILMOISTURE(외산)/
토양수분보수력측정기

37,500

1

37,500

1

대용량 오븐

LKLAB KOREA

LO-FS1000

12,000

1

12,000

1

밀도분석기

Anton Paar(외산)/Anton Anton Paar(외산)/DMA
Paar 코리아
4000 Series

41,000

1

41,000

1

탬핑체적측정기

J. Engelsmann
J. Engelsmann
AG(외산)/국내대리점 없음 AG(외산)/JEL STAV II

4,500

1

4,500

3

시험선별기

J. Engelsmann
J. Engelsmann
AG(외산)/국내대리점 없음 AG(외산)/JEL 200 II

6,500

1

저온배양기

대한과학

DH.WIR03700

5,500

1

미량가스분석기

LI-COR(외산)/쏠단,
02-532-3992

LI-COR(외산)/LI-7810

71,000

1

71,000

3

Mettler
Toledo(외산)/S479-K

28,000

1

28,000

1

토양물리학

Mettler
pH/Cond/DO 미터 Toledo(외산)/Mettler
Toledo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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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
5,500

1
3

부록1
국별 정책협의의사록(ROD)
1)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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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국별 공동조사 위탁연구 계약서(국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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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2022년도 예비사업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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