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171 l 2021. 12. l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2021 활동보고서

정도채 · 주사원 · 한태녕

M 171 | 2021. 12. |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2021 활동보고서

정도채·주사원·한태녕

연구 담당
정도채︱연구위원︱동북아농정연구네트워크 운영사업 총괄
주사원︱행정원︱동북아농정연구포럼 실무 담당
한태녕︱주무원︱동북아농정연구포럼 실무 담당

기타연구보고 M171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2021 활동보고서
등

록︱제6-0007호(1979. 5. 25.)

발

행︱2021. 12.

발 행 인︱김홍상
발 행 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동양문화인쇄포럼
I S B N︱979-11-6149-556-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머리말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중국농업과학원 농업
경제발전연구소(IAED/CAAS),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PRIMAFF)
와 함께 한·중·일 3개국 농업·농촌정책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류와 학술 활동 촉
진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한 포럼입니다.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해왔습니다. 2003년 10월 제1회 국제심포지엄(한국
서울 개최)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제14회 국제심포지엄이 중국 청도에서 열렸
습니다. 비록, COVID-19 확산으로 인해 국제심포지엄과 같은 교류 활동을 하지
못한 아쉬움은 크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중·일 3개국 농업·농촌 관련 전
문가들의 도움으로 한 권의 보고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도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사업의 활동보고서로
한·중·일 각국의 농업·농촌 정책 경험들과 주요 동향을 정리하고, 정부 학계, 농
업·농촌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한·중·일의 농업·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
를 기대합니다.
동북아농정연구포럼은 앞으로도 3개국의 농업정책 연구 협력과 학술 교류 촉
진, 농업·농촌 정책 분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동북아지역 농정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FANEA 사
업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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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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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2021 활동보고서는 한·중·일 농업·농촌 전문
가를 통해 각국의 농정 현안과 그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동
북아농정연구포럼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농정 부문의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중국의 식량 수급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중국 정부의 식량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국과의 협력 등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대책 마련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3장에서는 농촌 과소화에 대등한 일본 정부의 주요 대응을 살펴보았다. 농촌
재생에 대한 청년의 역할과 이에 관련된 일본 정부의 정책 및 문제점을 체계적으
로 분석하고 일본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4장의 ‘동북아 및 개발도상국과의 농정네트워크 확대 방안’은 과거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의 타국 농정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전개 및 성과, 다른 기관의 ODA
수행사례 등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번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2021 활동보고서를 통해 향후 3개 기관이
공통의 관심사를 주제로 한 공동연구와 상호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각
국가 간 상호 이해 증진과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연계협력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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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ANEA 운영 현황

1.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운영 개요
❍ 동북아농정연구포럼(Forum for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 North
East Asia: FANEA)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
책연구소(PRIMAFF) 및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IAED/CAAS)
와 더불어 동북아 역내 농업·농촌 정책연구 개발과 정보 및 자료 교류, 학술
활동 촉진 등을 위해 2003년 10월 발족한 학술 포럼임.

❍ FANEA는 한·중·일 간 농업·농촌경제 분야의 공조와 공생을 위한 협력 가능
분야 및 전략을 상호 모색하기 위해 3개국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심포
지엄을 한국, 중국, 일본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음.
- 특히, 국제심포지엄이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면서 3개국 농업 분야 전문
가들의 지식과 정보 교류에 기여함은 물론, 3개국 농업·농촌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FANEA 운영 현황❙

3

❍ FANEA 국제심포지엄은 당해 연도의 세계적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
여 발표와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인 정책연구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그동안 논의된 국제심포지엄 주제는 제1회 ‘동북아시아지역의 농업협력
필요성과 가능성’, 제2회 ‘세계화 시대의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제3회 ‘세
계화와 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제4회 ‘전환기 경제의 동북
아 농업’, 제5회 ‘동북아지역의 농촌금융·농촌개발 및 바이오에너지 개발’,
제6회 ‘농업·농촌개발 및 국제농산물수급 상황’, 제7회 ‘농식품 수급구조
와 전망 및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제8회 ‘농촌발전과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전략’, 제9회 ‘동북아 농업·농촌의 지속발전’, 제10회 ‘농업의 6차산
업화와 신가치 창출’, 제11회 ‘농업정책 평가’, ‘조건불리지역 개발’, 제12
회·제13회 ‘농촌지역 활성화’, 제14회 ‘농촌산업 활성화와 발전모델’, ‘농
촌 활성화 이행 지원정책’이었음.

❍ FANEA는 매년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엄 이외에도 3개국 공동연구 수행, 초청
세미나 개최, 각종 국제세미나 참석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2.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연혁
2003. 10. 동북아농정연구포럼 홈페이지 구축
2003. 10. 동북아농정연구포럼 창림기념행사(MOU 체결) 및 제1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한국 서울)
2004. 5.

동북아농정연구포럼 TF 설치·운영

2004. 10. 제2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중국 웨이하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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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0. 제3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일본 동경)
2005. 11. 동북아농정연구포럼 TF의 동북아농업팀 이관
2006. 9.

제4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한국 서울)

2007. 10. 제5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중국 북경)
2008. 4.

FANEA 운영조직 기획조정실로 이관

2009. 3.

제6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일본 동경), 당초 2008년 6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중국 쓰촨성 지진 참사로 연기

2010. 6.

제7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한국 제주)

2012. 1.

FANEA 운영사업 글로벌협력연구부로 이관

2012. 6.

제8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중국 지닝시), 당초 2011년 6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일본 원전 사고로 연기

2013. 1.

FANEA 운영사업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평가팀으로 이관

2013. 7.

제9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일본 센다이)

2014. 6.

제10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한국 서울)

2016. 12. 제11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중국 북경)
2017. 10. 제12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일본 사이타마)
2018. 5.

제13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한국 서귀포)

2019. 9.

제14회 FANEA 국제심포지엄 개최(중국 청도)

※ 2015년은 한국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일명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
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지 않았음.
※ 2020~2021년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COVID-19’(일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지 않았음.

FANEA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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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 운영조직
❍ 2021년 FANEA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운영 담당은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평가
팀임.

❍ 한·중·일 3개국의 FANEA 담당자는 다음과 같음.

<표 1-1> 한·중·일 3개국의 FANEA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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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속

성명

직위

한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도채

연구위원

중국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孟思艺
(Meng si yi)

연구조원

일본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樋口 倫生
(Higuchi Tomoo )

수석주임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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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정현안식량수급
동향과 식량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20년 초 급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영향
으로 일부 국가는 식량 비축을 확대하고 또 일부 국가는 식량 수출 제한조치
를 취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중국발 식량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식량을 비롯한 주요 농
산물의 국내 생산 확대에 중점을 두고 증산 실현을 위한 3대 안정(정책 안정,
면적 안정, 생산량 안정) 등 각종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인구 대국인 중국으로서는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불변의 최우선
국정과제임. 중국 정부는 정부 업무보고와 중앙 1호 문건 등 중대 정부 정책
발표를 통해 경지 마지노선(레드라인) 사수, 농업종합생산력 증강, 곡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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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자급 확보 및 절대적 식량안보 유지로 13억 중국인의 밥그릇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음.

❍ 중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농지전용 등
으로 식량 생산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로
식량 및 육류 소비 또한 증가하여 콩 등 사료곡물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식량
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중국의 식량수급 불균형은 국제 식량 가격
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식량 수급 및 가격에도 큰 영
향을 끼칠 수 있음.

❍ 중국의 식량수급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사안으로 봐야 할 것임. 향후 중국의
식량 수입량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이 낮아 다량의
식량을 국제시장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의 식량
수입 경쟁이 심화되고 국제 식량 가격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도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위탁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식량 수급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중국 정부의
식량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중국과의 협력
등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대책 마련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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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식량 수급 및 무역 동향과 전망
2.1. 개황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 수급은 ‘과잉-부족-과잉’의 상황이 반복되었다.
2000년대 초반 심각한 식량 공급부족 상황에 직면하자 중국 정부는 즉시 새
로운 식량증산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연
속 증산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하였고, 2013년에는 식량 생산량이 최초로 6억
톤을 돌파하였다.

❍ 중국의 쌀 생산량은 1978년 1억 3,693만 톤에서 2013년 2억 361만 톤으로
50% 가까이 증가하였고, 쌀 소비는 전반적으로 안정 속에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밀 생산량은 같은 기간 5,384만 톤에서 1억 2,193만
톤으로 연평균 2.36%, 약 1.3배 증가하였다. 밀 소비량은 1990년대 초 이후
1억 톤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10년에 1억 1,000만 톤을 돌파한 다음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 1억 2,200만 톤에 달했다. 옥수수 생산량은 1978년의
5,595만 톤에서 2013년 2억 1,849만 톤으로 무려 2.9배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4%에 달한다. 옥수수 생산량은 2012년에 처음으로 2억 톤을 돌파
하면서 쌀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식량작물에 등극했다. 옥수수 소비는 사료용
및 감모량이 60% 이상, 공업용 소비가 30%를 차지한다. 대두 생산량은 등락
속에서 증가 추세를 나타냈는데, 1978년의 757만 톤에서 2004년에 1,740만
톤으로 무려 1.3배 증가한 이후 매우 감소하여 2012년에 1,305만 톤에 불과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두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대두 소비
량은 1996년의 1,414만 톤에서 2012년 7,111만 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1.4%에 달하였다. 2003년부터 대두의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을
초과한 이후 순 수입량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농정현안식량수급 동향과 식량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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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의 생산 구조상의 변화로는 지역적으로 주산지 비중 증가, 옥수수 비중
증대, 품질의 고급화, 생산방식의 전업화와 규모화 등의 특징이 두드러졌다.
식량 소비 구조상의 변화로는 식용 식량 소비의 총량 및 비중 감소, 사료용 식
량 소비와 비중의 급증, 공업용 식량 비중 감소, 식량 소비와 가격의 연관성
강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 중국의 식량 가격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라는 두 가지 형태의 경제 체제를 거
치면서 정부 통일가격 제정 시기(1984년 전), 통일구매 취소와 통일판매가격
개혁(1985~1992년), 보호가격 수매와 시장가격의 공존 시기(1993~2003년),
최저수매가격과 시장가격의 공존 시기(2004년부터 현재까지) 등 네 단계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였다.

❍ 중국의 식량 무역은 WTO 가입 이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국의 식량 수
출량은 2002년에 1,514만 톤에서 2003년에 2,231만 톤으로 증가 후 2007
년까지 1,000만 톤 이상을 유지하다가 2008년 이후 현저히 감소하여 2012
년과 2013년에는 각각 133.7만 톤과 120.9만 톤에 불과했다. 반면에 중국의
식량 수입량은 2002년에 1,417만 톤에서 2013년에 7,798만 톤으로 4.5배
증가하여 연평균 16.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식량 무역은 2003년
에 52.1만 톤의 순수입으로 전환된 이후 순수입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 중국의 식량시장은 2004년 전면 개방되어 식량 가격이 시장을 기초로 형성
되게 되었다. 동시에 국가가 최저수매가격과 임시비축정책, 농업보조제도,
수출입조절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식량 가격 조절관리체계를 구축 시행함으
로써 식량 증산과 농민소득증대 실현에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였다.

❍ 또한, 2004년 중국 정부는 농업세를 폐지하고 농업보조금 정책 시행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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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일련의 정책적 지원으로 중국의 식량 재배면적은 수년간 안정세를 유
지하고 식량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안정
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2-1>.

❍ 역사적으로 식량 생산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일
련의 관련 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을 확보하였다.
- 2019년은 중국 정부가 농업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시행한 지 4년째가
되는 해로 개혁 전인 2015년에 비해 식량 생산면적, 총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모두 증가하였다.
- 국가통계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식량 재배면적은 11,606.4
만 ha로 2015년 대비 272.35만 ha(+2.4%) 증가하였으며 그중 곡물 재배
면적이 9,784.7만 ha로 2015년 대비 219.81만 ha(+2.3%)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 식량 총생산량은 6억 6,384만 톤으로 2015년 대비 4,240.5만 톤(+6.82%)
증가하였고 그중 곡물 생산량은 61,368만 톤으로 2015년 대비 4,142.7
만 톤(+7.24%) 증가하였다.
- 식량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5,720kg/ha로 2015년 대비 237.1kg/ha
(+4.32%) 증가하였고 그중 곡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6,272kg/ha로
2015년 대비 289.1kg/ha(+4.83%) 증가하였다.

중국의 농정현안식량수급 동향과 식량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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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04~2018년 중국의 식량 생산 추이
단위: 재배면적: 천 ha, 총생산량: 만 톤, 단위면적당 생산량: kg/ha

자료: 2005~2019년 중국농촌통계연감.

2.2. 최근 15년(2004~2019년) 중국의 식량 수급 동향
2.2.1. 주요 품종별 식량 생산량 변화 추이
❍ 2004년 이후 중국의 쌀(조곡), 밀, 옥수수 생산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품종별 식량 생산량 변화 추이 <그림 2-2>를 살펴보면, 쌀 생산량은 2004
년의 1,790만 톤에서 2019년의 20,961만 톤(+17%)으로 증가하고 밀과
옥수수 생산량은 각각 2004년의 9,195만 톤과 13,029만 톤에서 2019년
의 13,359만 톤과 26,077만 톤으로 증가하여 증가율이 각각 45.3%와
100.1%에 달하였다.

❍ 농업 공급 측면 구조개혁 추진 이후 식량 생산 증가율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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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과 2015년의 식량 생산 총량 데이터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2019년
쌀과 옥수수 생산량은 2015년에 비해 각각 1.2%와 1.6% 감소하였고, 밀
생산량은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종별 식량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화 추이 <그림 2-3>을 살펴보면, 쌀은
ha당 2004년의 6,311㎏에서 2019년의 7,059㎏으로 11.9% 증가하였다. 밀
과 옥수수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ha당 각각 2004년의 4,252㎏과 5,120㎏
에서 2019년의 5,630㎏(+32.4%)과 6,316㎏(+23.4%)으로 증가하였다. 농
업의 공급 측면 구조개혁 추진 이후 식량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안정적인 증
가세를 나타냈다.
- 2019년과 2015년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관련 데이터를 비교 및 분석한 결
과, 2015년 대비 2019년 쌀, 밀, 옥수수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각각
2.4%, 4.4%,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2004~2019년 중국 주요 식량 품종별 생산량 변화 추이
단위: 만 톤

자료: 2005~2019년 중국농촌통계연감.

중국의 농정현안식량수급 동향과 식량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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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2004~2019년 중국 주요 품종별 식량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추이
단위: ㎏/ha

자료: 2005~2019년 중국농촌통계연감.

❍ 2015~2018년 국내외 주요 식량 품종별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비교해보면1)
<표 2-1>, 중국 밀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세계 선진수준에 달하였으나 쌀과
옥수수는 미국 대비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5~2018년 중국의 쌀과 옥수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각각 미국의
81.8%와 5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인 품종별로 볼 때, 2015~2018년 중국의 쌀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6,920.7㎏/ha로 인도,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 쌀 수출국보다 높은 수
준이었으나, 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5~2018년 미국의 쌀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8,464.4㎏/ha로 동일시기
중국의 1.2배에 달하였다. 2015~2018년 중국과 미국의 밀 단위면적당 생
산량은 각각 6,073.8㎏/ha와 2,942.4㎏/ha로 중국은 미국의 2.1배에 달
하였다.

1)

미국 농업부(USDA)가 최신 발표한 쌀, 밀, 옥수수 3개 작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포함, 이에 따라 2015~2018년의 데이터에 대해 단기적인 동태적 비교분석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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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8년 중국과 미국의 옥수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각각 6,200㎏/
ha와 10,980.0㎏/ha로 미국은 중국의 1.8로 나타났다.

<표 2-1> 2015~2018년 중국과 미국의 주요 식량 품종별 단위면적당 생산량 비교
단위: ㎏/ha
품종

중국

미국

쌀

6,920.7

8,464.4

밀

6,073.8

2,942.4

옥수수

6,200

10,980.0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미국 농무부.

2.2.2. 주요 품종별 식량 가격 변화 추이
❍ 2004~2019년 중국의 쌀, 밀, 옥수수 가격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연도 간 가격변동이 현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안정 속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 주요 품종별 식량 가격 변화 추이 <그림 2-4>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 가격변
화는 주로 2단계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 첫 번째 단계는 2004~2014년으로, 해당 기간 주요 식량 가격은 전반적으
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그중 조생 인디카쌀(3등), 흰 밀(3등), 노란 옥수수
(2등)의 가격은 2014년에 톤당 각각 2,630위안, 2,520위안, 2,301위안으
로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 두 번째 단계는 2015년 이후로 품종별 식량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추세
를 보였다.

중국의 농정현안식량수급 동향과 식량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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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04~2019년 중국 식량·식용유 도매가격 변화 추이

자료: 중화식량망(中华粮网).

2.2.3. 중국 주요 품종별 식량 수출입 현황
❍ 2004년 이후 중국의 쌀, 밀, 옥수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 중국의 주요 식량 품종은 모두 순수입 상태에 들어선 것으로 나
타났다.

❍ 중국의 식량 수입량 변화 추이 <그림 2-5>를 살펴보면, 쌀 수입량은 2004년
의 76만 톤에서 2018년의 308만 톤으로 증가하여 증가율이 305%에 달하였
다. 밀 수입량은 2004년의 726만 톤에서 2018년의 310만 톤(-57.3%)으로
감소하였고, 옥수수 수입량은 2004년의 0.25만 톤에서 2018년의 310.7만
톤으로 증가해 무려 1,248.8배 증가하였다.

❍ 2016년 쌀 수입량은 전년 대비 8.79% 감소하고, 밀 수입량은 전년 대비 3.13%
증가하였으며,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 대비 34.31% 감소하였는바, 식량의 수
입량이 현저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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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04~2018년 중국 주요 식량 품종별 수입량 변화 추이

단위: 만 톤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 쌀과 옥수수의 수출량은 2008년 이후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였다.
❍ 쌀과 옥수수의 수출량 변화 추이 <그림 2-6>을 살펴보면, 쌀 수출량은 2004
년의 91만 톤에서 2015년의 28.72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부터 다
시 상승세를 보여 2018년에 208.93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옥수수 수출량은
2004년의 232만 톤에서 2008년의 27만 톤으로 급감했으나 그 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2-6> 2004~2018년 중국 주요 품종별 식량 수출량 변화 추이

단위: 만 톤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의 농정현안식량수급 동향과 식량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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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주요 품종별 식량 소비 현황
❍ 2004년 이후 중국의 주요 품종별 식량 소비는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 옥수수 소비는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밀과 쌀의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
였다.
- 식량 품종별 소비량 변화 추이 <그림 2-7>을 살펴보면, 쌀 소비량은 2004
년의 18,370만 톤에서 2019년의 19,910만 톤(+8.38%)으로 증가하였고,
밀 소비량은 2004년의 10,088.4만 톤에서 2019년의 12,350만 톤
(+22.42%)으로 증가하였다. 옥수수 소비량은 2004년의 12,554만 톤에
서 2019년의 27,795만 톤으로 증가해 증가율이 121.4%를 기록하였다.

<그림 2-7> 2004~2019년 중국 주요 식량 품종별 소비량 변화 추이
단위: 만 톤

자료: 중화식량망, 국가식량·식용유정보센터(国家粮油信息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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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향후 10년(2021~2030년) 중국 식량 산업 발전 전망2)
2.3.1. 쌀
❍ 향후 10년 중국의 쌀 산업은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
하여 총생산량은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의 벼 재배면적은 4억 5,408만 무(3,027.2만 ha)에 달하고 쌀 생
산량은 2억 1,387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정부는 2021년에 식량 생산 농민에 대한 안정적 보조금 지원정책과
쌀 최저수매가격 인상 등 조치를 명확히 제시하였는바, 이는 쌀 생산자의
쌀 생산 의향을 고취하여 벼 재배면적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
였다.
-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중앙정부의 식량 공급 보장능력 확대 등 정책 방
향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경작지의 ‘비(非) 식량화’에 대한 단호한 단속 등
의 조치가 약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으로 벼 재
배면적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같은 식량 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 강화 및 지원 확대로 중국의 쌀 생산량
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2025년에는 2억 1,797만 톤으로 기준기
간(2018~2020년 3년 평균치)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
에는 기준기간 대비 5.3% 증가한 2억 2,24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10년 중국의 쌀 소비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쌀 소비량은 1억 5,234만 톤(전년대비 +0.4%)으로 증가
2)

이 부분은 중국 농업농촌부 시장조기경보전문가위원회가 2021년에 발표한 ‘중국농업전망보고
(2021~2030)’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중국의 농정현안식량수급 동향과 식량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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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중 기본 식용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1억 1,177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과 2030년의 쌀 소비량은 기준기간 대비 각각
1.5%와 2.4% 증가한 1억 5,369만 톤과 1억 5,504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 향후 10년간 중국의 쌀 수입은 다소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된다. 2021년 중국의 쌀 수입량은 300만 톤으로 예상되며, 2025년과
2030년에는 각각 413만 톤과 450만 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
년 중국의 쌀 수출량은 216만 톤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과 2030년에는 각각 158만 톤과 15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10년간 중국 내 쌀 가격은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
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의 전략적 기능성 강화와 최근 중국 중앙정부의
‘식량 중시’ 등 정책의 영향으로 쌀 가격은 단기 내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
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쌀 가격은 안정적으로 더딘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3.2. 밀
❍ 향후 10년간 중국의 밀 단위면적당 생산량, 총생산량 및 소비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입량은 기준기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밀 생산량은 안정적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에 중국의 식량 재배면적은 17.5만 무(亩)를 상회하였다. 그중 밀
의 재배면적은 3억 5,360만 무(2,357.3만 ha)로 생산량은 1억 3,50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8%와 0.6% 증가한 수
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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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는 밀 재배면적이 3억 5,065만 무(2,337.7만 ha)로 확대되고 생
산량은 1억 3,493만 톤으로 기준기간 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에는 밀 재배면적이 3억 5,016만 무(2,334.4만 ha)로 확대되고 생
산량은 1억 3,579만 톤으로 기준기간 대비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밀 소비량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 밀의 소비량은 1억 4,017만 톤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과 2030년의 밀 소비량은 각각 기준기간 대비 1.0%와
0.7% 증가한 1억 3,933만 톤과 1억 4,12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량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생산량 증가율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식용과 공업용 소비가 지속 증가하는 반면 사료용 소비는 감소하고 종자
용 소비와 소모량은 안정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밀 수입량은 기준기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10년 중국 내 양질의 밀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
산 양질의 밀이 수입 밀을 점차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1년 중국의 밀 수입량은 740만 톤으로 예상되며, 2025년과 2030년의
밀 수입량은 각각 기준기간 대비 18.1%와 7.5% 증가한 580만 톤과 528만
톤으로 예상되나 이는 모두 2020년 수입량(815만 톤)보다 낮은 수준이다,

2.3.3. 옥수수
❍ 중국 정부는 식량안보를 매우 중시하여 다양한 조치를 통해 식량 생산과 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옥수수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농작물로 정
책지원하에서 증가 추세를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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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옥수수 재배면적은 6.40억 무(4,267만 ha),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무(亩)당 425㎏(6,375kg/ha), 총생산량은 2.72억 톤에 달해 2020년 대
비 각각 3.4%, 0.9%,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적으로 보면, 옥수수는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
으로 시장가격이 높은 편이나 기술발전을 통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 향후 10년간 옥수수 재배면적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단위면적당 생산
량과 총생산량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이 되면, 중국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6.50억 무(4,336만 ha),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469㎏/무(7,035㎏/ha), 총생산량은 3.05억 톤까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30년 옥수수 재배면적은 6.58억 무(4,383만 ha),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505㎏/무(7,568㎏/ha), 총생산량은 3.32억 톤까지 증가하여 기준기간
(2018~2020년 3년간 평균치) 대비 각각 5.5%, 21.2%, 27.8% 증가할 전
망이다.

❍ 옥수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증가율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 2021년 중국 옥수수 소비량은 2.95억 톤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고
2025년에는 3.14억 톤으로 증가하며, 2030년에는 3.32억 톤으로 증가해
기준연도 대비 1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옥수수 소비
는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옥수수 수입량은 전망 초기에 증가세를 보이다가 후기에 안정세를 유지할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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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옥수수 수입량은 2,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망 후기에
는 수입할당량 범위 내로 감소해 2025년과 2030년의 수입량은 각각 520
만 톤과 65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하에서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 증가율이 완화되
고 중국의 옥수수 수급 상황은 긴축에서 점차 균형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4.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 중국에서 대두는 식량과 식용유 겸용의 매우 중요한 농산물이다. 높은 단백질
과 지방을 함유한 대두는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과 식용유의 자원으로 중국의
식품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
감을 반복하였다.
- 1978년에 가정생산도급책임제(家庭联产承包责任制) 도입과 더불어 대두
생산량은 등락 속에서 증가 추세를 나타냈는데, 1978년의 757만 톤에서
2004년에 1,740만 톤으로 무려 1.3배 증가하였다.
- 2004~2015년간 경쟁 관계에 있는 타 작물에 비해 수익성 저하, 수입 대두
의 가격 제한, 생산비 증가 등 요인의 영향으로 중국의 대두 생산량이 지속
해서 감소하였다.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2004년의 1,740만 톤에서 2015
년에 1,237만 톤으로 30% 감소하였다.
-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대두진흥계획 시행 강화로 2016년부터 5년 연속
증산을 달성하여 2020년 대두 생산량은 1,960만 톤에 이르러 2015년 대
비 58% 증산을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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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두 소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다. 1996년의 1,414
만 톤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2,650만 톤, 2010년에 6,748만 톤, 2020
년에는 1억 1,700만 톤으로 증가하여 2000년 대비 4배로 늘어났다.
- 그 결과 중국의 대두 공급부족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대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대두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두 총소비량 가운데 수입 대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16.2% →
2020년 85.7% 대폭 증가하였다.
- 중국의 대두 소비는 주로 식용 소비, 가공용 소비, 사료용 소비, 종자용 소비,
감모와 기타 등을 포함한다. 이 중 가공용 소비와 식용 소비가 주요 소비방
식이며 이 두 가지 형태의 소비가 대두 총소비량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 특히 최근 5년 대두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지속해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사료용 수요가 대두 소비 확대를 견인하여 2020년에는 대두 수입량
이 1억 톤을 상회해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향후 10년 중국의 대두 생산은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소비 수요와
수입량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나 지난 10년에 비해 증가율은 현저히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두 재배의 경제적 수익이 옥수수보다 낮고 옥수수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
라 2021년에 대두의 재배면적은 1.4억 무(934.7만 ha)로 줄어들고 생산
량은 1,865만 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양식(養殖)산업의 수요 확대에 따라 대두 소비량은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1년
대두 소비량은 약 1.18억 톤에 달하고, 수입량은 여전히 1억 톤을 초과하여
1.03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산 대두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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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10년간 중국의 대두 재배면적은 기본적으로 1.4억 무 내외를 유지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함으로써 2025년과 2030년의 대두 생
산량은 각각 1,979만 톤과 2,087만 톤에 달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0.7%로 전
망된다.

❍ 소비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과 2030년에 각각 1.22억 톤과
1.27억 톤(연평균 +0.9%)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두 수입량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2025년과 2035년에는 각각
1.04억 톤과 1.1억 톤에 달해 연평균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중국 대두의 국내 생산은 식용 대두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가격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일정한 가격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중국의 식량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
3.1. 식량정책 구조와 방향
❍ 중국은 국정에 부합하고 시장경제 체제와 대외 개방 확대 요구에 부응하는 새
시대의 식량안보 지원정책 체계를 수립하였다. 목표식량자급률을 95%로 설
정하였고 주요 식량은 기본적으로 자급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식량성장책임제, 식량 대현과 생산농가 장려정책,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지원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식량 생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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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는 4대 보조(식량직불금, 우량종자보조, 농자재종합보조, 농기구구매
보조)를 포함한 보조(지원)정책, 과학기술지원정책, 생산여건개선정책, 기본
경지 보호 및 건설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 이 밖에도 식량 관련 정책에는 유통체계 개혁 중심의 유통정책과 가공정책,
비축 및 재고관리정책, 무역정책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식량 생산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3.2. 주요 식량정책
3.2.1. 최저수매가격정책
가. 의의

❍ 식량 최저수매가격정책은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식량의 시장 공급을 보장
하기 위해 실시하는 식량 가격조정정책이다. 또한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고
공업이 역으로 농업을 부양하도록 하고자 채택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 통상적으로 식량 수매가격은 시장 수급 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시장 메
커니즘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바탕 위에 정부가 거시조정을 실시하는 것
이다.
- 즉, 필요시 국무원은 부족한 주요 식량 품목에 대해 해당 식량의 주산지에
서 최저수매가격정책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며, 식량의 시장가격이 정부가
확정한 최저수매가격을 하회할 때 정부는 조건을 구비한 식량기업에 위탁
하여 최저수매가격에 따라 농민이 생산한 식량을 수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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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도입 배경

❍ 중국의 식량 생산량이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 추세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식량 생산 장려(보조)정책이 시행되었다.
- 1998년 이후 5년 연속 식량 생산이 감소하여 2003년에는 1998년(5억
1,229만 톤) 대비 약 16% 감소한 4억 3,070만 톤에 불과, 중국 정부는 식량
안전 확보에 위기를 감지하고 식량 증산을 위한 정책 조치를 단행하였다.

❍ 2004년부터 중국의 식량 생산이 풍작을 거두어(2004~2006년 3년간 식량
생산량은 누적 기준 6,675만 톤 증산) 식량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기 시작
함으로써 식량 가격을 안정시켜 식량 생산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 당국이 직면
한 난제로 대두되었다.

❍ 중국의 식량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연속 풍년 이후 연속 감산이 뒤따르는 패
턴이다. 그것은 ‘풍년이 들어 양곡상이 식량 가격을 떨어뜨려 농민이 손해를
보는(谷贱伤农) 현상’에 따른 것으로, 즉 연속되는 풍년으로 상대적 식량 공
급과잉이 나타나 식량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의 식량 재배의 적극성을
억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식량 최저수매가격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공급 과잉과 부족이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이다.

❍ 아울러 공업화가 가속됨에 따라갈수록 ‘삼농’ 문제가 중국의 경제발전을 제약
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식량 증산, 농민 수입 증
대는 ‘삼농’ 문제 해결의 중요한 일환이다.
- 또한, 공업이 농업을 부양하도록 하는 정책 시행이 거론된 시점에서, 정부
는 2004년 이래 농지와 경작지, 식량 생산, 시장가격, 수출입, 재고 등 다
방면에 걸쳐 일련의 식량 관련 거시조정조치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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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농지와 경지 보호를 통해 식량 생산을 보장 △‘3가지 보조(식량,
종자, 농기구 구매에 대한 보조)’를 통해 식량 생산 장려 및 농민의 재배 적
극성 유도 △최저수매가격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을 안정시키고, 시장 식량
가격을 인도하며 농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은 기타 거시조정정책의 중요
한 항목의 하나이다.
❍ 그것은 기타 거시조정정책과 마찬가지로 ‘농공(農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이 농업에 대한 역부양(보은)을 실시하는 주요 수단이다. 따라서 식량 최
저수매가격정책은 비교적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 주요 내용

1) 원칙
❍ 최저수매가격정책은 2004년에 시작되었으며, 정부가 벼(稻谷, 도곡) 최저수
매가격을 확정하고, 시장가격이 최저가격을 하회할 때 정부가 지정한 식량 기
업이 최저수매가격에 따라 벼(稻谷, 도곡)를 매수하여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 시장경제하에 시장이 식량시장에 대해 기초적인 배치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데, ‘시장실패(시장 경제에서 자원 배치의 효율성이 결여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나서서 시장 메커니즘 역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 최저수
매가격 등을 포함한 시장개입 정책을 편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다음 몇 가지
방면으로 식량 최저수매가격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 첫째, 매수 주체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량 대리 비축기업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한다.
- 둘째, 최저수매가격을 조정하여 품질 간 및 지역 간 가격 차이를 충분히 반
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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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실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시장기초 기능을 발휘한다.
- 넷째, 판매방식을 개선하여 거래 효율을 제고시킨다.
- 다섯째, 시장지향 원칙에 따라 국유식량기업의 개혁을 강화한다.
- 여섯째, 중앙과 지방 두 정부의 식량 비축과 ‘시장위탁수매식량’간의 기능
정립을 명확히 한다.

2) 정책 시행 경과
❍ 2004년 봄 파종 전 국가에서는 최저수매가격정책을 발표하고 뒤이어 ｢식량
유통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2004] 17호)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였으며, 이후 주요 식량 생산지역에서 최저수매가격정책(Policy of
Price Floor on Grain)을 시행하였다.
- 식량의 시장가격이 정부가 책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2000년
설립된 중국비축식량관리총공사(SINOGRAIN)와 공사의 위탁을 받은 기
업들을 통해 최저가격으로 수매하는 제도이다.
- 수매자금은 중국농업발전은행이 대출해주며 대출이자와 저장으로 인해 발
생하는 관리비용은 중앙정부 재정으로 충당한다.

❍ 중국 정부는 2005년에 최초로 벼 최저수매가격정책을 시행하였고, 이어 2006
년에는 밀에 대한 최저수매가격정책을 시행하였다.

❍ 2008년에는 동북3성과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에서 옥수수 임시수매저장정
책(临时收储政策)을 실시하고, 이후 각 주요 산지의 벼, 밀, 대두, 옥수수, 유
채, 면화, 식용 설탕 등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 특정 기간 농민의 이익과 식량 생산의 적극성을 보장하고 시장 안정을 유지
하며 국가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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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국무원은 ‘전국 농업과 식량 생산 업무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원자
바오(溫家寶) 국무총리는 △농자재 종합직불금 규모 156억 위안 증가 △우
량종자보조금 규모 50억 위안 추가 증액 △식량 최저수매가격 추가 인상
△농업 인프라 건설 투입 확대 등 10가지 중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
표하였다.

❍ 2008년과 2009년에 중국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벼와 밀의 최저수매가격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일부 식량의 최저수매가격정책 적용 대상 지역을 확대
함으로써 식량 생산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 그러나 2012년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6억 톤을 돌파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
인 증산이 이루어지자 최저수매가격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급속히 확
대되었으며, 이에 최저수매가격정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특징 및 과제
❍ 최저수매가격제도는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농업 보조 중에서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지위를 갖고 있으나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점점 신중함을 더해가고
있다.

❍ 최저가 수매의 ‘전신(前身)’은 보호가격수매임. 2004년 이전 보호가격수매가
농업 보조의 주요 방식이었으며, 일부 문제점들이 존재하여 비난을 받아 왔다.
- 첫째, 정책적인 비용이 지나치게 많아 국유식량기업이 식량을 대량으로 매
수한 이후 판매가 용이하지 않아 창고에 재고로 남아 저장과 운송 부담이
누적되는 한편, 농가 또한 이로 인해 ‘식량판매 난(賣糧難)’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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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재정보조로 인해 국유식량기업은 기타 식량기업이 비교할 수 없는
독점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식량 생산량은 1998년에 역대 최고치인 5.12억 톤을 기
록한 이후 보호가격정책은 점진적으로 철폐되었다.
- 2004년 식량유통체제 개혁 이후 많은 지역은 기존의 보호가격 방식을 통
해 발급하던 보조를 식량 직접보조로 전환하여 농민들에게 발급했으며, 아
울러 필요시 국무원이 주요 식량 품목에 대해 최저수매가격정책의 시행 여
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최저수매가격정책은 보호가격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보호가격정책은 모든 국유식량유통기업이 집행하는 반면 최저수매가격정
책은 국가가 지정한 개별 기업이 집행한다는 점임. 또한, 많은 공통점도 갖고
있다. 즉, 최저수매가격정책도 많은 정책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최저수매가격정책의 제정과 시행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 몇 가
지를 들 수 있다.
- 첫째, 매수 주체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대리 저장 기업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 둘째, 현행 최저수매가격은 품종별로 가격 차이가 존재할 뿐 등급 차이, 즉
식량 품질별 가격 차이는 없으므로 식량 구조조정에 불리하다.
- 셋째, 최저수매가격정책의 집행 시간이 길고 수매량이 방대하여 부분적인
시장 메커니즘 작용을 대체한다.
- 넷째, 판매방식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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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최저수매가격정책에 일부 문제점들이 존재하나 식량 생산을 장려하
는 역할이 식량직접보조보다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 최저수매가격정책은 농가의 생산량이 대폭 증가했을 경우에도 식량을 저
가에 판매하지 않아도 되는 등 식량 생산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농
가들의 생산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생산에 대한 투입을 촉진할 수 있다.
- 하지만 식량 직접보조는 생산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산 장려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 역사적으로 볼 때 매번 보호 가격 또는 최저수매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식량
증산을 초래하였다.

4) 최저수매가격제도의 정책 평가
❍ 2018년 11월 1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식량의 생산원가, 시장수급, 국내
외 시장가격과 산업 발전 등 요인을 고려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9년
에 생산한 밀(3등)의 최저수매가격을 50kg당 112위안으로 확정 발표하였는
데, 이는 2018년 대비 3위안 하향 조정한 것이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문이 공동 발표한 통지문에 의하면, 2019년
정부는 밀 주요 생산지에 대해 최저수매가격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
다. 이에 각 지역은 식량 최저수매가격정책 홍보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농민들의 합리적인 밀 재배를 유도하고 경작지 관리를 강화하여 밀의 안정
적인 생산과 품질 제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최저수매가격정책은 식량 생산의 급등락을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
며, 정부가 비상시기에 식량시장에 대해 거시적으로 조정하는 주요 수단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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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12년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6억 톤을 돌파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
인 증산이 이루어지자 최저수매가격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급속히 확
대되었다. 이에 최저수매가격정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최저수매가격정책은 가격지지가 목적이므로 당연히 WTO 규정상 감축 대
상 보조로 분류되지만, 중국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 재고사업으로서 농
업협정 부속서 2에 명시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 하지만 이 제도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확대됨에 따라 WTO
허용보조인 목표가격제도(소득보전 고정직불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2014년 이후 최저수매가격은 동결되거나 하락하는 실정이다.

3.2.2. 목표가격제도(目標價格制度)
가. 도입 배경

❍ 중국 내 농산물에 대한 과도한 가격지지정책 시행과 농업생산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중국의 일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 중국 내 농산물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현상은 가공기업이 수입농산물로
국내 원료를 대체하게 만들었으며, 가격 왜곡에 따른 수입량이 증대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 내 농산물 생산량도 매년 늘어나 정부의 식량 재고 및 재정
지원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옥수수를 예로 들면, 2012~2014년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각각 520.8만
톤, 326.5만 톤, 260만 톤이었고 중국 내 생산량은 각각 2.08억 톤, 2.11억 톤,
2.16억 톤이었다. 임시수매저장량은 각각 3,083만 톤, 6,919만 톤, 7,6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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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이었다. 현재 중국의 옥수수 임시수매저장량은 최소 1.2억 톤에 이를 것으
로 추정된다.
❍ 2014년 중국의 식량 총생산량은 6.07억 톤이었으며 식량 수매량은 3.65억
톤에 이르렀고 식량 수입량은 1.06억 톤에 달함. 재고 식량과 수입 식량을 합
하면 약 2.3억 톤이며, 이로 인해 ‘세 가지 수량(생산량, 수입량, 재고량)’이 모
두 상승하는 비정상적인 국면을 초래하였다.
❍ 이와 같은 모순된 상황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
로는 국가 식량 안전과 농민 이익 보장에도 불리하다.

나. 정책 시행

❍ 중국 정부는 농업보조정책의 효율 제고와 과대한 재정지출 부담 경감을 위하
여 가격과 보조금을 분리하고 시장지향 가격정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목표
가격제도(Target price system)를 도입하였다.
- 2014년 1월 19일, 중공중앙·국무원 ‘농촌개혁 전면 강화 및 농업현대화
가속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全面深化农村改革加快推进农业现代化的若干
意见)’ 발표. 식량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 개선 강조
❍ 목표가격정책은 시장에서 형성된 농산물의 가격을 기초로 차액 보조를 통해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농업지원정책의 하나이다.
❍ 목표가격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는 임시수매저장정책을 취소하고 생산자는 시
장가격에 의거 농산물을 판매한다.
❍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은 경우, 국가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및
재배면적, 생산량 또는 판매량 등 요소에 근거하여 시범 실시지역의 생산자에
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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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부터 신장(新疆), 동북3성, 네이멍구(內蒙古)에서 면화와 대두에
대해 목표가격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원래 시행하던 임시수매저
장정책을 목표가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 2014년부터 신장의 면화, 동북3성과 네이멍구의 대두에 대한 목표가격 개혁
단행
- 2014년 11월 18일, 재정부 〔2014〕695호 공문, ‘대두 목표가격 보조에 관
한 지도의견(关于大豆目标价格补贴的指导意见)’ 발표
- 2014년 4월 1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농업부 发改电[2014] 발
표, ‘2014년 면화 목표가격의 통지(2014年棉花目标价格的通知)’
- 국무원 승인 예: 2014~2016년 면화 목표가격은 각각 톤당 19,800위안,
19,100위안, 18,600위안. 대두 목표가격은 톤당 4,800위안이었다. 목표
가격은 작물 파종 전에 발표했다. 2017~2019년 신장 면화 목표가격은 톤
당 18,600위안으로 결정
- 2017년, 대두 목표가격정책 조정 단행, ‘시장 매수(市场化收购) + 보조(补
贴)’ 방식의 새로운 메커니즘 도입

❍ 2016년부터 옥수수에 대한 목표가격 개혁 단행
- 근래 국제 식량 가격 하락으로 외국으로부터 옥수수 및 그 대체품이 대량
수입되고 있고 국내 옥수수 생산도 증가한 반면, 옥수수의 소비 수요는 감
소하여 재고가 계속 증가하였다.

❍ 임시수매저장정책 ⇒ 목표가격정책으로의 변경은 가격지지정책에서 가격보
조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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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가격정책 또한 완전시장화를 지향하는 과정의 과도기적 정책으로 판단
된다(중국의 농정전문가 견해).
❍ 2017년, 옥수수와 대두 목표가격정책 조정 단행, ‘시장 매수(市场化收购) +
보조(补贴)’ 방식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 2017년 3월 2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표: 2017년 동북3성과 내몽고
자치구의 대두 목표가격정책을 취소하고 시장 구매와 보조 메커니즘 실시

<표 2-2> 중국의 벼와 밀 최저수매가격 변동 추이(2005~2018)
단위: 위안/톤
연도

조생종 인디카벼

중만생종 인디카벼

자포니카벼

2005

1400

1440

1500

2006

1400

1440

1500

2007

1400

2008

1540

1580

1640

2009

1800

1840

2010

1860

1940

2011

2040

2012
2013

백밀

홍밀

혼합밀

1440

1380

1380

1440

1380

1380

1540

1440

1440

1900

1740

1660

1660

2100

1800

1720

1720

2140

2560

1900

1860

1860

2400

2500

2800

2040

2040

2040

2640

2700

3000

2240

2240

2240

2014

2700

2760

3100

2360

2360

2360

2015

2700

2760

3100

2360

2360

2360

2016

2660

2760

3100

2360

2360

2360

2017

2600

2720

3000

2360

2360

2360

2018

2400

2520

2600

2300

2300

2300

2019

2400

2520

2600

2240

2240

2240

자료: 1) 정정길 외(2014). 중국 곡물산업 동향과 한중 식량안보 협력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
연구 협동연구총서. KIEPㆍKREI.
2)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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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식량안전성장책임제(粮食安全省长责任制)
가. 도입 배경 및 의의

❍ 식량안전성장책임제는 중국 국무원이 2014년 12월 31일에 ｢건전한 식량안
전 성장책임제 수립에 관한 약간 의견(关于建立健全粮食安全省长责任制的若
干意见)｣을 제정, 2015년 1월 22일 공포·시행한 제도이다.

❍ 식량 생산, 유통, 소비 등 각 단계에서 국가 식량 안전의 유지·보호에 관한 성
급 인민정부의 직권과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수립한 제도이다.

❍ 각 성(구, 시) 인민정부가 해당 지역의 식량 안전 보장에 대한 주체적 책임을
갖고 식량의 생산과 비축 및 유통 능력 구축을 강화하여 국가 식량 안전을 확
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식량안전성장책임제 시행 강화

❍ 2020년도 식량안전성장책임제 시행 통지 발표
- 2020년 4월 27일, 농업농촌부 등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2020년도 식량
안전성장책임제 성실 이행에 관한 통지(关于2020年度认真落实粮食安全
省长责任制的通知)를 발표, 식량안전성장책임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국가
식량 안전 보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식량 공급 보장의 중요성이 극대화됨
에 따라 식량안전성장책임제의 엄격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 2020년도 식량안전성장책임제에서 제시한 5대 중점 임무
- 식량 종합생산능력 강화
 각 지역은 정부가 규정한 경작지 최저수준과 영구 기본농지(전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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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농지) 통제선을 엄수하고, 고표준의 농지건설을 강화한다.
* 고표준 농지 확보: 2020년까지 8억 무(亩)
 농지 수리 건설을 가속화하고, 농업용수 가격의 포괄적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며, 농업 기술의 홍보 및 적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와 적절한
규모의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 식량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기본적·안정적 유지
 식량 생산은 안정적 생산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 안정, 면적 안정, 생산
량 안정을 강조하며, △식량 주생산지역은 충분히 강점을 발휘하고, △
주 소비 지역과 생산·소비 균형을 이루는 지역은 식량 생산을 강화하여,
연중 식량 면적과 생산량이 기본적으로 안정되도록 한다.
* 연간 식량 생산량: 6억 5천만 톤 이상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의 이모작 벼 생산회복을 장려하고, 조생종 벼 생
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조생종 벼 재배면적 확대로 이모작 벼의 생
산회복을 촉진한다.
 각 지역의 과학적 재해방지와 밤나방, 사막 메뚜기 및 국내 메뚜기에 대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재해 발생을 억제하고, 해충 방제를 통한 수확
량 증대를 실현한다.
- 식량 비축 안전관리 강화
 각 지역은 중공 중앙판공청 및 국무원판공청이 발표한 조직체제 개혁
과 식량 비축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을 성실히 실행한다.
 지방 비축 지역의 배치 및 품종 구조를 최적화하고, 정부 비축과 기업 비
축의 상호보완을 구축하여 고효율의 새로운 체제를 수립한다.
- 식량시장과 유통관리 철저
 각 지역은 정책적 수매와 시장화 수매를 총괄하여 시장화 수매 여건을
조성하고, ‘식량을 재배하면 팔 수 있다’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확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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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도록 한다.
 식량 생산과 소비를 위한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중요한 접
점에 식량 물류 시설 건설을 강화하며, 양질의 식량 공정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식량 산업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식량의 품질 안전
감독을 잘 시행하여 식량의 절약과 손실감소를 촉진한다.
- 응급 시 식량 확보능력 강화
 코로나19 방제 기간 중 식량, 식용유 공급보장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
식하고,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보장 체제를 정비하며, 식량 공급원 확
보와 가격 안정, 지속적 시장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생돈 생산회복 상황에 따라 시장화 수단을 통해 사료용 곡물의 ‘북양남
운(北粮南运; 북쪽의 곡물을 남쪽으로 운반)’을 조직하여 식량 통계 모
니터링 경보와 정보 배포를 강화한다.
 식량 응급 대응 매뉴얼 완비, 응급 인터넷 쇼핑몰 구축․관리․정책 지원 강
화, 식량 및 식용유 응급 가공 능력 제고, 응급 시설건설과 유지 보수 보
강, 응급 보장 능력 강화

3.2.4. 경지의 비식량화 방지 통한 식량 생산 안정화 정책
가. 배경 및 의의

❍ 국무원이 경지의 비식량화 방지 통한 식량 생산 안정에 관한 의견(关于防止
耕地 ‘非粮化’ 稳定粮食生产的意见) 발표
- 2020년 11월 4일(발표일은 2020년 12월 20일), 國辦發〔2020〕44호 문건

❍ 일부 지방에서 농업 구조조정을 식량 생산을 감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일부
경영주는 규정을 위반하여 영구 기본농지에 나무를 심거나 연못을 만들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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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상공업자본은 대규모 경지를 비식량작물 재배로 전환함.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할 경우 장차 국가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이에 국무원은 식량 생산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경지의 비식량화 조
치를 단행한다.

나. 경지의 비식량화 방지 통한 식량 생산 안정의 중요성과 긴급성 충분히 인식

❍ 국가 식량 안전 확보 유지를 삼농 업무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는다.
-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국제 농산물 시장의 공급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
라 국내 식량 생산을 안정화하여 국제 정세 변화로 야기되는 불확실성에 대
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각 지역 유관 부문은 식량 생산의 안정화를 농업 공급 측 구조개혁의 전제
로 삼고 정책 안정, 면적 안정, 생산량 안정에 전력을 다하며 경지의 관리,
건설 및 장려 등 다각적인 조치를 병행하여 식량 종합생산력 제고를 공고히
하고 곡물의 기본 자급과 식용 식량(口糧)의 절대 안전을 확보하며 국가 식
량 안전의 자주권을 확실히 장악해야 한다.

❍ 경지자원의 과학적 합리적 이용
- 중국은 경지의 총량이 적고 질도 전반적으로 높지 않으며 예비 자원도 부족
한 상황이고 수자원의 공간 분포도 부적합하여 식량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식량 생산 발전과 비교 효익 발휘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즉, 단순히
경제적 효익만으로 경지의 용도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제한된 경지
자원을 식량 생산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 각 지역의 유관 부문은 가장 엄격한 경지보호제도를 실시하고 경지자원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경지의 비식량화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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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식량안전보장에 대한 책임 공동 부담 견지
- 식량 주산지역은 식량 생산의 장점을 발휘하여 식량 종합생산력 향상을 공
고히 함으로써 전국을 위해 공헌하고
- 식량수급(생산과 소비) 균형 지역과 주 소비지역은 기존의 자급률을 유지
하고 식량 재배면적 불감소, 생산력 향상 및 생산량 불감소를 확보하여 국
가 식량 안전 보장을 위해 공동 노력

다. 문제의 방향을 견지하고 경지의 비식량화 경향을 단호히 방지

❍ 경지 이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 경지에 대해 특수 보호와 용도 통제를 시행하여 경지를 임지나 과수원 등
기타 유형의 농용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 영구 기본농지는 법으로 규정한 우량 경지로 식량 생산 발전에 중점 사용되
어야 하며 특히 3대 곡물(쌀, 밀, 옥수수)의 재배면적을 보장해야 한다.
- 경지는 식량과 식용 농산물 생산을 우선 충족시킨다는 기초 위에 적당한 수
준에서 비식용 농산물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

❍ 식량생산기능지구(粮食生产功能区)의 관리 감독 강화
- 각 지역은 식량생산기능지구에 목표 작물의 재배를 유도하고 식량 재배면
적을 보장해야 한다.
- 일 년에 작물을 두 번 이상 생산하는 식량생산기능지구에서는 적어도 한 번
은 식량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비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한 번의 재
배 후에 식량 생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임의로 식량생산기능지구를 조정해서는 안 되며, 식량생산기능지구 내에
재배 및 양식 시설을 건설해서도 안 되며, 양곡 생산기능 구역을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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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환원림 환원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식량생산기능지구 내에 표준을 초
과하여 농경지 수림망을 건설해서도 안 된다.
※ 식량생산기능지구(粮食生产功能区)란 식량안전보장을 위해 우량농지
건설, 우량종자(良种) 사용, 좋은 방법(良法) 보급, 좋은 기회(良机) 조
성, 좋은 제도(良制) 시행의 요구에 따라 집중으로 연결된 표준농지를
선택하고, 농지기반시설 완비, 농경지의 지력 보강, 생산기술 수준 향
상, 경영 서비스 메커니즘 혁신 등을 통해 건설된 1톤 이상 식량 생산능
력을 갖춘 농경지 집중지역(평야는 100무 이상, 산간지역은 50무 이
상)을 말한다.

❍ 비주산지 식량 재배면적 안정
- 식량 생산·소비 균형 지역과 주요 소비지역은 주요 농산물 지역 배치 및 품
목별 생산 공급 방안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수립하고 잘 실
행하여 식량 재배면적의 감소 추세를 반전시켜야 한다.
- 주 소비지역은 식량 재배면적의 하한선을 명확히 하고, 식량자급률을 안정
및 제고시켜야 한다.

❍ 상공업자본의 농촌 투입 유도
- 상공업자본이 농촌에 투입되어 우량종 번식, 식량 가공유통 및 식량 생산
전문화·사회화 서비스 등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 농촌 토지 경영권 유통관리 방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각 지역에 건전한 상공
업자본의 토지 이전 자격 심사와 사업 심사 제도 수립을 촉구하고, 임대 농
지의 모니터링과 감독을 강화하며, 상공업자본이 관련 산업 발전 계획을
위반하여 대규모 경작지에 식량을 재배하지 않는 ‘비식량화’ 행위를 단속
하고, 발견 즉시 관련 지원정책을 중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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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기본농지 불법 나무 식재 및 연못(양어장) 건설 엄격히 금지
- 토지관리법(土地管理法)과 기본농지보호조례(基本农田保护条例)의 유관
규정을 관철하고, 경지 보호 목표와 영구 기본농지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
- 영구 기본농지상의 농업생산경영 활동을 엄격히 규범화하여 영구 기본농
지를 점유하여 임업 및 과수업에 종사하거나 못을 파 수산양식업을 경영하
거나 불법으로 흙을 파서 농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유휴, 황폐화
되어 영속 기본농지를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2.5. 식량생산대현(产粮大县) 장려정책
가. 도입 배경 및 의의

❍ 식량생산대현(产粮大县) 장려정책은 지방정부가 식량과 유지작물(油料) 생산
에 적극성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식량생산대현의 재정 곤란을 완화시켜
중국의 식량과 유료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양유(粮油)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부가 2005년에 도입 시행한 장려정책이다.

❍ 2005년, 중앙재정은 55억 위안의 예산을 배정하여 전국 958개 식량생산대
현에 대해 장려(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매 현(县) 평균 574억 위안, 최고
2,00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나. 식량생산대현 장려(지원) 방법

❍ 동태적 장려 메커니즘에 의거 중앙재정은 매년 최근 전국 각 현급 행정단위의
식량 생산 상황에 근거하여 장려대상 현을 선발하며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분
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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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려대상 진입 조건
❍ 일반 식량생산대현 진입 조건
- 첫째, 최근 5년 평균 식량 생산량이 20만 톤(4억 근) 이상, 상품 식량 수량
이 5천 톤(1,000만 근) 이상이 되는 현(县)급 행정단위
- 둘째, 위 기준에 미달하나 식량 주산지구에 속하는 곳으로 식량 생산량 또
는 상품량이 15위 안에 들거나 비주산지에 속하면서 5위 안에 드는 현급
행정단위

❍ 슈퍼 식량생산대현 진입 조건
- 일반적인 식량생산대현 장려에 기초하여 중앙재정은 식량 생산량 또는 상
품량이 특별히 많은 슈퍼 식량생산대현에 대해 중점 장려를 시행함. 슈퍼
식량생산대현의 진입 조건은 최근 5년 평균 식량 생산량 또는 상품량이 각
각 전국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드는 현

2) 장려금 배분
❍ 식량 상품량, 생산량, 재배면적, 효율평가 상황을 장려 요소로 삼으며 4가지
요소의 비중은 각각 60%, 20%, 18%, 2%이다.

❍ 장려금은 대상 현의 최근 5년 평균 식량 상품량, 생산량, 재배면적 및 전년도
식량생산대현 장려금 성과평가점수를 근거로 배분한다.

❍ 일반 식량생산대현 장려금은 해당 성의 재정 상황과 연계. 지역에 따라 장려
계수의 차이가 있다.

❍ 일반 식량생산대현은 최저 및 최고장려기준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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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근 식량정책 추진 동향: 장려와 규제 강화로 식량 생산의 책임 실현
□ 식량안전성장책임제 엄격히 시행
❍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주체적
책임을 확실히 지고 식량 재배면적을 안정시키고, 식량 생산 목표와 임무를
시·현(縣)에까지 분담 조정해야 한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농촌부, 국가식량·물자비축국 등은 경지의 ‘비식량
화’ 방지를 식량안전성장책임제 심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식량 재배면적
과 생산량 및 고표준 농지건설 등의 심사 지표 가중치를 높이고, 식량 주산지,
생산소비 균형 지역 및 소비지에 대한 심사 요구를 세분화해야 한다.

□ 식량 생산지원정책 완비
❍ 식량생산대현(大縣) 장려정책을 실현하고, 식량 주산지의 이익 보상 메커니즘
을 건전하게 하며, 지방 각급 정부는 농업과 식량을 중시하고 농민들의 식량
생산 적극성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식량 생산 주체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가정농장과 농민협동조합
이 식량 생산에서 적정 규모 경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리경작과
토지위탁관리 등 농업생산의 사회화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식량 생
산의 규모화 효율을 제고시킨다.

❍ 밀·벼 최저수매가 정책을 완비하고 벼 보조와 옥수수·대두 생산자 보조를 계
속 시행하며 3대 식량작물 완전 생산비보험과 소득보험 시범사업을 계속 추
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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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의 식량 파종 상황 모니터링 강화
❍ 농업농촌부와 자연자원부는 위성 원격탐지 등 현대화 정보기술을 종합적으
로 운용하여 반년에 한 번 전국 경지 식량재배 상황 모니터링 평가를 하고 경
지의 ‘비식량화’ 동향 통보 체제를 구축한다.

❍ 식량생산기능지구 내의 목표 작물 재배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
고 정보화·정밀화 관리를 시행하며 적시에 전자지도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
한다.

□ 정부 지도 강화
❍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의견의 요구에 따라 관련 업무계획(사업
방안)을 신속히 수립하고, 관련 정책 조치를 완비하며, 타당하고 질서 있게 실
행을 관철하여 2020년 말까지 관련 이행 상황을 국무원에 보고하고 아울러
농업농촌부와 자연자원부에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 각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농업농촌부와 자연자원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본 의견의 집행 상황에 대한 감
독과 검사업무를 잘 수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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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식량안보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 국가 식량안보 확보는 인구 대국인 중국의 최우선 국정과제이다. 중국 정부는
경지 마지노선(레드라인) 사수, 농업종합생산력 증강, 곡물의 기본적 자급 확
보 및 절대적 식량안보 유지로 13억 중국인의 밥그릇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당대의 신농(当代神农), 교잡벼의 아버지(杂交水稻之父), 쌀신(米神) 등으
로 불리는 위안룽핑(袁隆平)은 “대국의 식량 창고는 기초가 튼튼해야 하며,
중국인의 밥그릇은 중국인의 수중에 단단히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중
국의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요인을 들어 중국의 식량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국민에
게 부단히 알려 중국발 식량 위기설 등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켜 나가고 있다.
- 17년 연속 식량 생산 풍작 실현, 최근 6년 연속 식량 생산량 6억 5천만 톤
이상 달성, 중국의 1인당 식량 점유량 국제 식량 안전기준 초과, 2대 주요
식량(벼와 밀)의 자급률 100% 달성, 식량 재고량 풍족 등 중국의 식량 자급
능력 보유를 과시하면서 “중국은 식량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
언할 수 있다”라고 강조

❍ 하지만 식량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설정한 목표
식량자급률 95%를 계속 유지해나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중국의
식량수급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사안으로 봐야 할 것이다.

❍ 중국의 식량수급 불균형은 국제 식량 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우리나라
의 곡물 수급 및 가격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국은 앞으로 더 많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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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량 수입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나라의 식량 확보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대적·환경적 배경하에 중장기적으로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 중국은 인구증가와 양식(양축, 양어)업 발전에 따른 사료곡물 수요 증가로
식량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 도시화에 따
른 농지전용 등으로 식량 생산 또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식량 자급 수준이 낮은 한국으로서는 중국 못지않게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것
이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식량정책 면에서 보면 한국은 중
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식
량정책을 분석하여 우리의 식량자급률 제고와 식량안보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중국의 대표적인 식량정책으로는 식량안전성장책임제, 식량 대현과 대농
장려정책, 식량 생산지원(식량직불금, 우량종자보조, 농자재종합보조, 농
기구구매보조)정책, 과학기술지원정책, 생산여건개선정책, 기본경지 보호
및 건설정책 등이 있다.

❍ 식량 산업 부문에서의 한국은 자본집약형 산업에, 중국은 노동집약형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한·중 협력을 추진하는 데 상호보완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
다. 중국은 광활한 국토와 다양한 지리적 환경,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풍
부한 노동력 구비 등의 비교우위를 보유한 반면, 한국은 농업과학기술, 식품
가공기술, 우량품종 육종기술 측면에서의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윈-윈
(win-win)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하여 양국은 식량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식
량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공동으로 대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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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동아시아 쌀 비축제도를 바탕으로 한·중 간 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양국 간 식량안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식량안보 기금 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중 공동 식량안보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식량 주산지역
인 동북 지역(랴오닝, 지린, 헤이룽쟝 3성)의 식량 생산에 대한 연구 개발 협
력 논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매년 개최되는 ‘한·중농업발전위원회’의 공식 의제로 제안하여 논의
- 대두를 포함한 식량의 생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중 양국
간 인적 및 물적 교류 협력 추진
- 특히, 이 지역 대두 주산지를 중심으로 대두 생산기지를 건설, 관개시설 개
선, 토양개량,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등 대두의 생산성 향상 방안 공동 모색
- ‘동북지역한·중식량협력센터(가칭)’ 설치 운영 방안 검토

❍ 이 밖에도 식량 증산 관련 한중농업기술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하여 GMO 연구
등 기술혁신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도 한·중 간 모범적인 농업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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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정이슈
농촌재생과 청년

1. 머리말
일본의 지방과 농촌은 피폐해 가고 있다.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폐는 멈
추지 않고 있으며 그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좁게는
농어촌, 넓게는 피폐해 가는 지방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
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청년의 이주 및 정주가 지방과 농촌을 활성화하는 지
름길이라는 생각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는 꼭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청년의
지방 거주 및 정착이 이른바 6차산업이나 에코투어리즘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복
지자원의 확충을 통해 지방의 피폐를 막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하지만 도시에 비해 여러모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 청년이 자발적으로 지방에 머
물거나 지방으로 이주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청년의 지방 거
주를 지원하는 정책이 요청된다. 일본 정부 역시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우선 樋口美雄, S․ジーゲル,労働政策研究·
研修機構編 (2005), 神野直彦 (2004) 등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이 주도하는

일본의 농정이슈농촌재생과 청년❙

55

고용 및 산업 성장이 앞으로의 사회발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한 점이 중요하다. 반
드시 이런 전망에 입각한 것은 아니나,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고용정책과 산업
정책이 벽에 부딪침에 따라 이 무렵부터 지역의 독자적인 고용정책 혹은 고용과
밀접히 연결된 산업정책이 본격화되었다(佐口和郎 2011). 이후 지자체가 실시하
게 된 제반 시책에 대한 검토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伊藤実 2010; 労働政策研
究·研修機構 2012 등). 이와 더불어 지역 실정의 구체적인 관찰에 의거한 케이스
스터디도 축적되었다(佐口和郎 2010; 우종원 2014; 우종원 2015).
한편 귀촌·귀농이 중요한 관심사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증적, 정책적 연구도
강화되었다. 인재의 ‘지역환류’ 자체에 관해서는, 지역환류의 대표적 유형인 유
턴 (U-Turn: 태어난 지역에서 중간에 역외로 이동한 후 다시 태어난 지역으로 돌
아오는 것)을 촉진하는 요인에 관해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부모와의 관계, 라이프
코스, 지역에의 애착, 역내 기업에 대한 인지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編 2017;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編 2018). 한편 지역
환류를 촉진하는 정책에 관해서는 각종 지역고용시책 외에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는 ‘지역부흥협력단’ 사업에 대해서도 조사연구가 축적되었다. 이에 의하면 협
력대원으로 지방에 이동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정사원 이외’가 많고, ‘자신
의 능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동하며, 주로 ‘제시된 활동내용
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고르고, ‘지역/지역특산물의 PR이나 농업 등
에 종사’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移住·交流推進機構 2021).
그렇다면 지방에 환류해 지역을 서포트하는 청장년층 활동이 농촌재생에는 어
떤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일까. 이에 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져 왔는데, ① 지방에
부족한 맨파워의 보충, ② 외부 인재에 의한 지역자원의 재평가, ③ 역내외 주체들
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 주된 효과인 것으로 지적되었다(石原清史·田端朗子·小
柴有理江 2015).
이처럼 관련된 연구가 축적됐지만, 예를 들어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 중 실제 정
착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 높지 않은 이유와 정착한 경우에도 무엇이 성공으로
이끈 요인인가 하는 점 등은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글은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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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 아래, 일본의 지방과 농촌의 피폐 상황을 확인하고, 농촌재생에 있어 청
년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정책과 그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일본
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한
문헌과 자료를 검토하고 청년의 귀촌·귀농 지원에 관련한 제 정책, 특히 지역부흥
협력단 사업을 분석하며, 관련한 케이스스터디를 통해 과제를 살펴본다.
글의 순서는 먼저 ‘지방소멸’ 및 귀촌·귀농의 실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청년층
의 귀촌·귀농을 지원하기 위한 제 정책, 특히 지역부흥협력단의 현황과 과제에 대
해 고찰한다. 이어 협력대원이 농촌에 정착한 성공사례를 검토하고, 끝으로 일본
의 경험과 과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를 요약한다.

2. 지방과 농촌의 피폐
도쿄일극집중 및 지방 피폐는 일본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로 꼽혀 왔다. 근래
이는 완화되기는커녕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도(都), 카나
가와현(県), 사이타마현 및 치바현의 1도3현으로 구성되는 도쿄권은 일본 전체
면적의 0.6%를 차지하는데 지나지 않지만, 2019년 현재 약 3,700만 명, 총인구
의 29%가 밀집해 살고 있다. 또한, 도쿄권의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은 지방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의 도쿄집중 역시 심화되고 있다. 15~29세의 젊은 층을 중심
으로 한 지방으로부터 도쿄권에의 인구 유입 경향이 더 현저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3-1>은 도쿄권 밖으로부터 도쿄권에의 전입초과수의 추이를 연령 계급별로
나타낸 것이다. 특히 대학 진학 연령대 및 졸업 후 취업 연령대에 해당하는 20~
24세 연령층의 전입초과수가 2011년 4만 8천여 명에서 2019년 약 8만 1천 명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들 연령층에서 뚜렷한 전입초과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수치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25~29세 층의 전입초과 경향도 현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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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도쿄권에의 연령 계급별 전입초과수 추이

자료: 総務省(2021). 『“地方への人の流れの創出” に向けた効果的移住定住推進施策事例集.
総務省 홈페이지(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42996.pdf, 검색일: 2021. 12. 4.).
원자료는 総務省 住民基本台帳人口移動報告(2018年 1月~2020年 10月/日本人移動者).

도쿄에의 일극집중과 지방의 피폐는 동전의 양면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일본의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인구감소는 더욱 현저하다. 2000
년 이후 15년간 도쿄권의 출생 수는 0.5할이 감소한 데 비해 그 외 지방권의 출생
수는 무려 2할이 감소했다. 15~29세의 청년층 인구도 절대수로 볼 때 같은 기간
도쿄권에서 2할이 감소한 반면, 그 외 지방권에서는 3할이 감소했다.
지방권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역경제를 축소시키고 이것이 다시 추
가적인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 결
과 ‘지방소멸’에 직면하고 있는데, 현재 ｢과소(過疎)지역 자립촉진 특별조치법｣
의 적용을 받는 시정촌(市町村)은 647개로, 이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일본 전체의
57%에 해당한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이른바 ‘지역균형발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의 확보와 활용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
적 자원은 지방에서 도시, 그것도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발전을 도모할 수
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매력을 높여 인적 자원이 처음부터 역내에 머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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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거나 한 번 빠져나간 인적 자원을 지방으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는
젊은 층에 구속감을 줄 여지가 있고, 후자의 경우 도시/대도시 생활을 경험한 다
음 이를 지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의의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일본 역시 귀촌·귀농 인구는 일정 정도 존재한다. 정의상 귀촌·귀농과 반드시 일시하
는 것은 아니나, 2016년의 ‘제8회 인구이동조사’에 의하면, 유턴(U-Turn) 이동 (여
기서는 태어난 현(県)-우리의 도에 해당-에서 일단 현 외로 이동한 후 다시 태어난 현
으로 돌아오는 것) 비율은 지역 간 인구이동 전체의 20.4%에 달한다<그림 3-2>. 하
지만 15~29세 층의 유턴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표에서 보
듯 근래 유턴한 사람의 전체 비율은 10년간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젊은 층과
노령층에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인다. 60~69세 연령층의 경우는 제6회 인구이동조
사 때와 비교해 4% 이상 늘어나고 있지만, 15~29세의 경우는 그 비율이 제6회
(2006년) 14.5%, 제7회(2011년) 14.4%, 제8회(2016년) 11.8%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젊은 층을 지방과 농촌으로 이끄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림 3-2> 연령 계급별로 본 유턴한 사람의 비율
區分

第8回(2016年)

第7回(2011年)

第6回(2006年)

자료: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第8回人口移動調査結果の概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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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귀농과 관련해 중대한 문제의 하나는 희망하는 사람은 적지 않으나 그 실
현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림 3-3>과 <그림 3-4>를 동시에 살펴보자. <그
림 3-3>은 도시주민 중 농촌에 이주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다. 그리고 <그림 3-4>는 실제로 농촌에 이주하고자 하는 시점을 나타낸다. <그
림 3-3>에 의하면, 30대의 귀촌 희망자는 2005년 17.0%에서 2014년 32.7%로,
40대의 귀촌 희망자는 같은 시기 15.9%에서 35.0%로 각각 늘어났다. 이것만으
로는 지방이주 가능성이 상당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림 3-4>에
서 나타나듯, 2014년 현재 “당장이라도 농어촌지역에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비율은 30대의 경우 4.0%, 40대의 경우 1.3%에 지나지 않는다. 단순한 이주희망
과 실제 이주 사이에는 아주 큰 갭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림 3-3> 도시주민의 농촌에의 이주 희망 비율

자료: 総務省(2016). 地域への人の流れに関するデータ.
総務省 홈페이지(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460085.pdf, 검색일: 2021. 12. 4.).
원자료는 内閣府 都市と農山漁村の共生·対流に関する世論調査(2005年 11月), 内閣府 農山漁村に関する世
論調査(2014年 6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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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실제로 농촌에 이주하고자 하는 시점

자료: 総務省(2016). 地域への人の流れに関するデータ.
総務省 홈페이지(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460085.pdf, 검색일: 2021. 12. 4.).
원자료는 内閣府 都市と農山漁村の共生·対流に関する世論調査(2005年 11月), 内閣府 農山漁村に関する世
論調査(2014年 6月).

3. 청년의 귀촌지원 정책: ‘지역부흥협력단’ 사업을 중심으로
앞서 본 지방 이주 희망과 그 실현 사이의 갭을 일정 정도 줄이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다. 일본 정부 역시 귀촌을 촉진하는 정책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는데,
‘지방에의 환류’를 위한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즉, 인구감소와 도
쿄권에의 일극집중이 초래하는 위기 및 최근의 새로운 동향에 관해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가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 이
주를 추진함과 동시에 각 지역 특색에 의거한 자주적인 노력을 촉진한다는 것이
다. 요약하자면, ① 지방 이주 추진, ② 지역의 자주적 노력 촉진이다. 이 중 전자
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즉,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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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는 동시에, 감염증 확대에 따라
텔레워크 보급 등 국민의 의식과 행동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적확하게 파악해, 지
방 이주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제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과 지자체가
실시하는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후자의 경우는 주로 자기 지역에 사
는 청년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이 자기 지
역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주류가 된다. 지자체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전개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실시된다. 즉, ① 이주 관심층
에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주 관심층에의 홍보’, ② 관심을 보인 사람에 대
한 ‘정보 수집’, 그리고 이주에 관해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③ 일자리 지원, ④ 거주 및 생활 지원, ⑤ 심리 지원을 거쳐, ⑥ 최종적으로
이주 희망자의 이주 ‘결단’ 지원이 그것이다. 이런 정책의 효과와 과제를 검토하
는 것도 중요하나,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측면
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다.
청년의 귀촌뿐만 아니라 청년의 영농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주로 농림
수산성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정신규취농자제도’를 들 수가 있다.
이는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는 자가 ‘청년등 취농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시정
촌이 인정함으로써, 해당 계획에 따른 ‘인정신규취농자’에게 중점적인 지원조치
를 하는 시책이다. 주된 지원조치로는 ‘농업 차세대인재 투자자금’이 제공된다.
<그림 3-5>은 인정신규취농자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8년(H30)년까
지는 순조롭게 증가했으나 최근 몇 년간은 답보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0년 3월 현재, 11,397명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중 ‘청년’(여기서는 45세
미만)은 9,225명이다. 연령 계급별 구성비는 시계열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데,
2020년의 경우 24세 이하 11%, 25~29세 17%, 30~34세 21%, 35~39세 22%,
40~44세 21%, 45~49세 4%, 50~64세 3%이다. 전체적으로 30대가 주력을 이
루고 있다. 한편 전체 가운데 여성은 1,002명으로 8.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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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인정신규취농자 수의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農林水産省 青年等就農計画の営農類型別等の認定状況について(2020년 3월 말 현재).
農林水産省 홈페이지(https://www.maff.go.jp/j/new_farmer/attach/pdf/nintei_syunou-22.pdf,
검색일: 2021. 12. 4.).

<그림 3-6>은 2020년 현재 인정신규취농자 11,397명의 영농유형별 인정 상황
을 나타낸 것이다. 단일경영이 전체의 82.2%, 복합경영이 17.8%이다. 단일경영 중
에서는 시설야채 및 노지야채가 많은 편인데 각각 27.2%, 25.5%를 차지한다. 그 밖
에는 과수가 13.9%, 육용소가 4.1%, 수도작이 3.3% 등이다.
<그림 3-6> 영농유형별 인정 상황

자료: 農林水産省 青年等就農計画の営農類型別等の認定状況について(2020년 3월 말 현재).
農林水産省 홈페이지(https://www.maff.go.jp/j/new_farmer/attach/pdf/nintei_syunou-22.pdf,
검색일: 2021. 12. 4.).

일본의 농정이슈농촌재생과 청년❙

63

한편 청년의 지방 이동 및 거주와 취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후생노
동성이 실시하는 각종 ‘지역고용대책’이 있다. 그리고 총무성이 실시하는 ‘지역
부흥협력단’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전자가 다양한 정책스킴에 의거해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데 비해 후자는 비교적 단일한 정책스킴에 기초해 실시되는바, 관찰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여기서는 후자에 주목한다.
지역부흥협력단 사업은, 청년들이 도시지역으로부터 과소지역 등 조건이 불
리한 지역으로 이주해, 이른바 ‘지역부흥협력활동’을 수행케 하면서 해당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꾀하는 사업이다. 이때 지역부흥협력활동이란 ① 지역브랜드나
지역특산물의 개발·판매·PR 등 지역부흥협력단을 지원하거나, ② 직접 농림수
산업에 종사하거나, ③ 기타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의 정책스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도시지역’에서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으로 주민표를 옮기고 실제 생활의 거점 또한 바꾼 사람을 지원 대
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무엇을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으로 삼느냐는
전출지와 전입지를 동시에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
출지가 3대 도시권(전술한 도쿄권과 오사카권 및 나고야권) 안의 도시지역일 경
우에는 전입지가 3대 도시권 안의 조건불리지역이거나 혹은 다른 지역의 지정도
시(우리의 광역시나 도청소재지 등에 해당하는 도시)일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토
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지방이주지원을 넘어 도쿄 일극집중 혹은 3대 도시권
집중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하겠다.
이 사업의 정책스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협력대원을 필요로 하는 각
지자체가 해당자를 협력대원으로 ‘위촉’하게 하고 이에 관련한 인건비를 중앙정
부가 부담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다. 위촉하는 신분이나 고용 형태 등은 지자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기간제 임시공무원으로도 채용할 수 있다. 위촉 기간은 1
년 이상 3년 미만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해당 지자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특별교부세의 내역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원에 대한
지원이고 또 하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다. 전자의 경우 대원 1명당 470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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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비 등’이
270만 엔, 그리고 여비, 소모품비 등 기타 경비가 200만 엔이다. 그 밖에 협력대
원이 최종연도나 임기종료 후 1년 이내에 창업 또는 사업승계를 할 경우 이를 대
상으로 필요경비를 1명당 100만 엔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임기종료 후
협력대원이 해당 지역에 정주하기 위해 빈집을 개수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 또
한 일정 정도 지원한다. 한편 지자체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협력대원의 모집 등에
필요한 경비를 1단체당 200만 엔까지, 협력대원의 체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1단
체당 100만 엔까지, 그리고 협력대원의 인턴에 필요한 경비를 1단체당 100만 엔
까지 지원한다.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은 상당히 두텁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지역부흥협력단의 실태는 어떨까. <그림 3-7>을 보자. 이는 2009년
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역부흥협력단 단원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20년
도 현재 위촉 지자체 1,065단체에 약 5,500명의 대원이 활동 중인 것을 알 수 있
다. 시계열로 보면 2017년도(29年度)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오다가 최근 몇 년
간 답보상태인데, 이는 앞서 본 것처럼 특히 젊은 층의 대도시 집중이 심화되고 있
는 객관적 상황이 영향을 끼친 외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책 자체가 일정한 과제
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를 극복
해 2024년도까지 협력대원 수를 8,00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림 3-7> 지역부흥협력단 단원 수의 추이

자료: 総務省 地域おこし協力隊の概要
総務省 홈페이지(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45995.pdf, 검색일: 2021. 12. 4.).
주: ‘R元年度’(2019년도), ‘R２年度’(2020년도)의 하단 숫자는 사업 실시 중인 사람 수, 상단 숫자는 여기에
실시 예정을 포함한 사람 수.

2020년 현재 활동 중인 5,464명의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 단위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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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県)이 11개, 시정촌(市町村)이 1,054개, 계 1,065개이다. 기초지자체가 압도
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59.3%,
여성이 40.7%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기는 하지만 여성도 4할 정도로
적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 연령별 구성을 나타낸 것이 <그림 3-8>이다. 20~24세가 10.5%, 25~
29세가 20.5%, 30~34세가 20.5%, 35~39세가 16.1%를 각각 차지해, 전체적
으로 20대와 30대가 다수를 구성한다. 그중 25~35세가 전체의 4할을 차지해 이
들이 협력대원의 주력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8> 지역부흥협력단 단원의 연령별 구성

자료: 総務省 令和２年度の地域おこし協力隊の隊員数について.
総務省 홈페이지(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40043.pdf, 검색일: 2021. 12. 4.).

흥미로운 사실은 성별로 연령층의 구성이 약간 다르다는 점이다. 아래에서 보는
임기종료 협력대원 6,5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남성은 40대 이상이 전
체의 32.9%를 차지하는 데 비해 여성은 그 비율이 23.7%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20대 남성이 28.3%임에 비해 20대 여성은 34.6%, 30대 남성이 38.7%임에 비
해 30대 여성은 41.6%를 각각 차지했다. 이는 20대와 30대 여성의 참가가 상대
적으로 활발하다는 사실을 뜻하며, ‘지역환류’에 있어 여성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66

❙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제는 1~3년의 활동이 끝난 다음 협력대원이 과연 지역에 정착하는가이다. 중
앙정부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부흥협력단 단원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떠난다면, 정책효과는
미미한 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일본 정부도 2020년 3월 말까지 임기를 종
료한 지역부흥협력단 단원 6,525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주 상황에 관해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래 활동지역과 동일한 시정촌 내에 정착한 대원이 3,310명(전체
의 50.7%), 원래 활동지역에 인접한 시정촌 내에 정착한 대원이 804명(동 12.3%)
으로, 이 둘을 합하면 임기 종료 후 60%를 넘는 대원이 기본적으로 원래 희망한 지
역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9>.

<그림 3-9> 지역부흥협력단 단원의 정착 상황
단위: 명, 2020년 3월 현재

자료: 総務省 令和２年度地域おこし協力隊の定住状況等に係る調査結果.
総務省 홈페이지(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40043.pdf, 검색일: 2021. 12. 4.).

문제는 협력대원의 6할 정도가 활동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정착한 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4할이 정착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6할 정도라는 수치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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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최대치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임기가 끝난 대원이 일단 정착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도중에 떠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협력대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
책적 과제가 된다.
정착률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성별 및 연령대별로 정착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0>을 보면, 그림에서 나타나듯 평균으로 볼 때는
남성의 정착률과 여성의 정착률에 크게 차이는 없다.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우
선 연령대별이며 다음으로는 동 연령대 내에서의 성별 차이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의 정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만으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으
나, 이들은 일정한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 각오한 끝에 귀촌·귀농을 단행했
고, 귀촌·귀농 후에도 경험을 살려 정착에 성공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반면, 20
대 이하의 정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충분한 준비 없이 귀촌·귀농을 단행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여성의 정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앞서 본 20대 여성의 참가율이 높은 것과 함께 젊은 여성의 귀촌·귀농의 성공 가
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60대 이상 여성’의 정착률이 높기는 하나 이는 해당 모집
단원 수가 16명에 불과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면, 50대 이상의
정착률은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다. 체력적인 문제 외에 나이가 듦에 따라 유연성
이나 탄력성의 부족이 작용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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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지역부흥협력단 단원의 성별, 연령대별 정착 상황
2020년 3월 현재

자료: 総務省 令和２年度地域おこし協力隊の定住状況等に係る調査結果.
総務省 홈페이지(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40043.pdf, 검색일: 2021. 12. 4.).

그렇다면 정주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통해 정착에 성공한 것일까. 이를 보여주
는 것이 <그림 3-11>의 동일 시정촌 내에 정착한 대원의 진로이다. 해당 대원
3,310명 중 41.2%가 취업, 38.5%가 창업, 그리고 12.4%가 취농이다. 취농 자체
를 반드시 정책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1할 이상의 취농은 상당
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4할 가까이가 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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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동일 시정촌 내에 정착한 대원의 진로
단위: 명, 2020년 3월 현재

자료: 総務省 令和２年度地域おこし協力隊の定住状況等に係る調査結果.
総務省 홈페이지(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40043.pdf, 검색일: 2021. 12. 4.).

그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취업의 경우는 <그림 3-12>와 같다. ‘행정관계(자치
체 직원, 의원, 취락지원인 등)’에 전체의 25.9%에 해당하는 349명이 취업한 점
이 흥미롭다. 이 행정관계와 ‘지역부흥·마을만들기 지원업’을 합한다면 협력대원
의 상당수가 공적인 분야에 취업했다고 할 수 있다. ‘농림어업(농업법인·삼림조
합 등)’이나 ‘의료·복지업’까지를 포함한다면 상대적으로 공적인 영역의 취업은
더 늘어난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보자면 전체의 과반수는 민간 영역에 취업한 것
이다. 그리고 따로 표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취농 내역은 농업 341명, 임업 45명,
축산업 18명, 어업·수산업 6명 등이다.
<그림 3-12> 지역부흥협력단 단원의 취업 내역
2020년 3월 현재
취업 내역

취업자 수(명)

비율(%)

행정관계(자치체 직원, 의원, 취락지원인 등)

349

25.6

관광업(여행업·숙박업 등)

158

11.6

농림어업(농업법인·삼림조합 등)

117

8.58

70

❙

(계속)
취업 내역
지역부흥·마을만들기 지원업

취업자 수(명)
102

비율(%)
7.48

의료·복지업

76

5.57

소매업

66

4.84

제조업

61

4.47

음식업

51

3.74

교육업

39

2.86

기타
계

345

25.29

1,364

100.0

자료: 総務省 令和２年度地域おこし協力隊の定住状況等に係る調査結果.
総務省 홈페이지(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40043.pdf, 검색일: 2021. 12. 4.).

한편 창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그림 3-13]과 같다. “음식서비스업(고민가(古民
家)카페, 농가레스토랑 등)”과 “숙박업(게스트하우스, 농가민박 등)” 분야의 창업
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협력대원들은 지역에서 일
상적으로 전개되는 비지니스 분야에 진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그리
고 따로 표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사업승계 27명의 내역은 양조장, 민박 등이다.

<그림 3-13> 지역부흥협력단 단원의 창업 내역
2020년 3월 현재
창업 내역

창업자 수(명)

비율(%)

음식서비스업(고민가(古民家)카페, 농가레스토랑 등)

207

16.2

숙박업(게스트하우스, 농가민박 등)

143

11.2

미술가(공예 포함)·디자이너·사진가·영상촬영자

137

10.8

6차산업(멧돼지나 사슴의 식육가공·판매 등)

94

7.4

소매업(빵집, 피자의 이동판매, 농작물의 통신판매 등)

91

7.1

관광업(투어 안내, 일본문화체험 등)

74

5.8

마을만들기 지원업(취락지원, 지역브랜드만들기 지원 등)
기타
계

58

4.6

470

36.9

1,274

100.0

자료: 総務省 令和２年度地域おこし協力隊の定住状況等に係る調査結果.
総務省 홈페이지(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40043.pdf, 검색일: 2021. 12. 4.).

일본의 농정이슈농촌재생과 청년❙

71

4. 사례로 보는 정착의 성공 요인과 과제
아래 사례는 기본적으로 일본 시코쿠(四国) 에히메현(愛媛県) 이요(伊予) 지역
에서 활동하는 주민단체 ‘마을만들기 학교 후타민츄(まちづくり学校双海人)’와
NPO ‘에히메서포터즈(愛媛サポータズ)’ 및 우와지마(宇和島) 지역에서 활동하
는 NPO ‘감귤 소믈리에 에히메(柑橘ソムリエ愛媛)’를 대상으로 2016년 8월 및
2017년 5월에 실시한 인터뷰 조사에 의거한다. 주로 주민단체의 회원 T 씨 및 회
원 M 씨와 NPO ‘에히메서포터즈(愛媛サポータズ)’의 대표 N1 씨, 그리고 NPO
‘감귤 소믈리에 에히메(柑橘ソムリエ愛媛)’의 대표 N2 씨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
존하나 일일이 출처를 명기하지는 않는다(이 인터뷰 조사의 일부는 우종원
(2017)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 바람. 이 글에서도 부분적으로 의거함).
결론부터 말하자면, T 씨는 2011년 6월, 40대에 지역부흥협력단 단원으로 이
지역에 이주해 와서 약 3년간의 임기를 마친 다음 그대로 정착해 지금까지 의미 있
는 활동으로 지역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협력대원의 정착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
인 사례이다. 아래에서는 어떤 요인이 이에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에히메현이 외부로부터 인재를 받아들이고 정착시키는 데 적극적이고 이
와 관련된 제반 시책을 충실히 시행해 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은 예를 들어
‘e이주넷(e移住ネット)’이라는 이주 지원 포털사이트를 개설함과 동시에 ‘에히메
고향 살기 응원 센터’라는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여기에 ‘에히메 이주 컨시어지’라
는 직원을 전임으로 배치해, 가능한 한 원스톱 지원이 실현되게끔 힘을 쏟아 왔
다. 이 지원 중에는 빈집을 활용한 이주/정주 촉진도 포함된다. 한편 현은 현 내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연계해 ‘올 에히메(All Ehime)’ 체제로 이주 희망자
를 받아들인다는 방침에 따라 특히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노
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아 지역부흥협력단의 경우도 2020년 3
월 현재 임기종료자 152명 중 102명이 정착해, 정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67.1%를 기록한다(상기 総務省 令和２年度地域おこし協力隊の定住状況等に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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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調査結果).
하지만 현의 정책 일반이 아니라 더욱 미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T 씨가 이주 전 도쿄에서 광고회사 직원으로 일해 일정
한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과 동시에 광고회사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
아서 지방으로 ‘탈출’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로 T
씨가 지방 이주를 결심한 이유도 자녀들에게 만큼은 빡빡한 도시생활이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희망만으로 이주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T 씨의 경우 그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
한 것은 받아들이는 측의 세심한 배려였다.
자녀들에게 괜찮은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T 씨에게 학교는 가장 중요
한 니즈였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응답했다. 원래 후타미(双海) 마을은 이요시
(伊予市) 중에서도 변두리에 있었다. 인구 유출과 아동 수 감소가 계속된 탓에 마
을 초등학교가 소멸할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그런 만큼 학교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고, 외부에서 전학해 오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정성을 다했다. 이것이 T
씨의 자녀들에게 전해졌고, T 씨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주를 단행한 후 T 씨는 2012년 4월, 지역부흥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 ‘마을만들기 학교 후타민츄(まちづくり学校 双海人)’에 가입했다. 단체 명칭
에 ‘학교’가 들어가 있으나, 이는 ‘마을만들기’를 내세우기보다는 ‘배우기’를 강
조하는 것이 주민참가를 쉽게 한다는 의도에서 명명한 것으로, 단체 자체는 기본
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실행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에서 처음에
추진한 사업이 앞서본 초등학교를 매개로 한 이주 촉진 사업이었다. 사업은 세 단
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체제 만들기’였다. 지역주민의
이해 속에 이주 희망자가 쓸 수 있는 빈집을 하나하나 조사했다. 두 번째는 ‘정보
발신’이었다. 인터넷이나 이주 페어를 통해 받아들이는 체제를 어필하는 한편 이
주 상담을 실시했다. 세 번째는 ‘견학 및 이주체험’이었다. 이주에 흥미를 보인 사
람을 초대해 마을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마을 주민과 폭넓게 교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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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이처럼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 2013년에 전 학년을 합해 15
명에 불과했던 초등학교 아동 수는 2017년에는 27명으로 늘어났다. 현재는 이
사업을 발전시켜 ‘시골에서 애 키우기 체감 투어’라는 명칭으로, 이주 희망자에
대해 나리타공항 왕복 티켓을 포함한 2박 3일간 체험패키지를 어른 1명당 1만 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무료)에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 이런 사실로부
터 이주 및 정주에 있어 학교가 가지는 중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지방에의
정착을 촉진함에 있어서는 우선 마을 사람 스스로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지역 나름대로 매력을 갖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 후 T 씨는 이요시(市)에서 약 3년간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일했다. 여기
서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고용주에 해당하는 시(市)가 자잘한 일
을 맡기는 대신, 지역 재생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 보라고 ‘자유’를
준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정책의 스킴상 지역부흥협력단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역부흥협력활동’을 임무
로 부여한다. 여기에는 앞서 본대로 ① 지역브랜드나 지역특산물의 개발·판
매·PR, ② 농림수산업에의 종사, ③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어떤 내용의 임무를 부여하는지, 또한 어떻게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지
는 지자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移住·交流推進機構(2021)에 의하면, 2020년 현
재 협력대원이 수행하는 활동 중에서 비율이 높은 것은 다음과 같다. 지역 및 지역
특산물의 정보 발신·PR(13%), 농림수산업에의 종사(12%), 이벤트의 기획·운
영·집객(7%), 지역특산물의 생산·가공·개발(6%), 교육·학습지원(6%), 관광자원
의 기획·개발(6%), 지역행사·취락활동지원·주민활동지원 등 지역커뮤니티활동
(5%), 관광·숙박시설의 운영·접객(5%), 빈집이나 빈 상점 대책 및 부동산 활용
(5%) 등이 그것이다. 상기 ①, ②, ③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고, 다
른 활동들 또한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지자체에 따
라 다양한 임무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임무가 협력대원에게
매력적인지 아닌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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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떻게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 ‘지역 및
지역특산물의 정보발신·PR’만 하더라도, 협력대원 스스로 지역의 매력을 발굴해
이를 PR하도록 하는 것과 종래 지자체가 해오던 정보 발신 업무 중 정형적인 업
무를 협력대원에게 맡기는 것과는 천양지차가 있다. 전자가 자율적인 기획활동
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비정규직을 임시로 활용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
이다. 이때 후자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한다.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특
별교부세이니 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평소 부족한 일손을 메
꾸려고 협력대원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의도적이지는 않
지만 협력대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지자체 스스로 잘 알지 못해 적당
히 업무를 맡기는 경우이다. 그 어느 쪽이든 임시 비정규직처럼 활용된 경우에는
임기 도중이나 임기 후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T 씨의 경우는 지자체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았다. 이는 T 씨가 이전에
쌓아온 광고회사 경력을 스스로 활용해 지역 브랜드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실제 T 씨는 이주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2011년 7월, ‘JR 시모나다역
(下灘駅) 필드뮤지엄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여기서 JR이란 우리나라의 국유철
도에 해당한다. 당시 마을을 통과하는 JR의 시모나다역은 무인역(無人駅)이었다.
타고 내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인건비 절약상 역사와 개찰구를 없앤 것이었다. 그
만큼 쇠락한 상태였는데, T 씨는 다른 직원과 함께 역발상을 하여 이 무인역이 가
진 고즈넉함을 살리기로 마음먹고, 역 주변에 꽃을 심는 한편 역에서 바다를 관조
할 수 있게 만들어, ‘저무는 석양이 멈춰 서는 마을’이란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었
다. <그림 3-14>는 이렇게 재창조된 시모나다역의 이미지이다.

일본의 농정이슈농촌재생과 청년❙

75

<그림 3-14> 시모나다역의 정경

자료: T 씨의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himonada, 검색일: 2021. 12. 4.).

약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T 씨는 지역에 정착했다. 정착에서는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가 포인트가 된다. 이에 대답할 수 있는가에 정착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이다. 앞서 취업/취농이나 창업/사업승계의 통계를 보았지만, 지방에서 이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마땅한 일자리 또는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군데 고용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T 씨
의 사례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것은 ‘다 취업’이다. 실제 협력대원의 임
기를 마친 후 T 씨는 주민단체 외에 ‘이요시관광협회 후타미지부’ 등 지자체 외곽
단체에서 일했다. 상근 직원이 아닌 탓에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다. 하지만 지역
활동을 계속하는 T 씨의 성실함을 높이 산 주민들이 일감을 제공했다. 일간신문
판매대리점을 운영해 온 한 주민은 이제 나이가 들어 힘들다는 이유로 판매를 제
외한 관리업무를 대신해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농기계 판매를 하는 다른 주민도
비슷하게 관리업무를 맡겼다. 이를 포함해 T 씨는 인터뷰 당시 ‘여섯 가지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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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런 예는 T 씨 말고도 볼 수 있다. 같은 지역에 이주해 온 다른 부부는 노인돌
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을에 젊은 사람이 없어 달리 적임자를 찾기 힘들다는
주민 측의 요청으로 공민관장에 취임했다. 이처럼 지역 내에 필요한 일을 찾아서
맡으면, 꼭 한 군데서 취업 혹은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다.
앞으로 유망한 ‘일-생활 패턴’의 하나라 하겠다.
T 씨가 정착에 성공한 마지막 요인으로는 ‘동아리’를 들 수 있다. T 씨는 이주
할 당시 보살핌을 받았던 지역 주민 M 씨와 친구 사이가 되었다. 이후 M 씨의 소
개로 NPO ‘에히메서포터즈(愛媛サポータズ)’ 멤버들과도 인연을 맺었다. 이런
친구/지인 집단의 형성이 당면한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지역에 애정을 갖고 정
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예는 폭넓은 범위에서 관찰된다. 에히메현은
일본에서 손꼽는 감귤 산지이다. 따라서 많은 농가가 감귤을 재배한다. 하지만 여
느 지역과 다르지 않게 여기서도 젊은 층이 줄어들어 후계자 문제는 심각하다. 이
에 대처하기 위해 감귤 농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청년층의 귀농을 촉진하
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NPO ‘감귤 소믈리에 에히메(柑橘ソムリエ愛媛)’
역시 그중 하나다. 감귤 자체 및 감귤을 원재료로 하는 산품에 대해 ‘소믈리에’ 자
격증 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 중이다. 동시에 후계자를 구하지 못한 감귤밭을 빌
려주는 등으로 도시 청년들의 귀농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도쿄에서 이주한 청년
2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가진 동아리와 같은 분위기가 정착
을 도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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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일본의 경험과 과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지방 및 농촌의 재생에는 청년층의 이주/정주가 큰 효과를 가져다주지
만, 청년층 스스로 지방 생활을 선택할 유인은 작은 만큼,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정
책의 시행이 시급하다.
둘째, 정책 시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정책스킴의 입안과 함께 중앙정부의 전
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이 이동할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는 지역 자체가 가지는 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를 제고하고 어필할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 또한 매우 절실하다.
셋째,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촉진함에 있어서는 지방/농촌이 가지는 폐쇄성이
나 배타성을 지양하는 한편으로 교육환경을 자연 친화적이되 오픈한 이미지로 가
꾸어 이에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지역부흥협력단과 같은 사업 스킴에 있어서는 이주 신청을 받은 지자체
가 해당 협력대원의 임무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정해진 일 혹은 정형적인 업무를
담당케 하거나 ‘임시의 비정규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업무 자체의 효과도 배가시키고 이후에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일을 시키
는 쪽, 즉 지자체의 노하우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지역에 정착하는 데 있어 굳이 ‘한 사람분의 일감’을 고집할 필요는 없
다. ‘한 사람분’의 취업이나 창업으로 한 사람 혹은 한 세대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은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멀티 잡’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마을 자체 혹은 마을 주민의 니즈로부터 일감을 발견해 내고, 일을 필
요로 하는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고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지역에 정착하는 데 있어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친구로 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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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동아리’와 같은 존재가 소중하다. 이주 지원에 있어 자금을 주거나 일자
리에만 관심을 모으는 경향이 있으나, 지역 내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기반이 된다면 위에서 설명한
셋째, 넷째, 혹은 다섯째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농정이슈농촌재생과 청년❙

79

제4장

한국의 농정과제
동북아 및 개발도상국과의
농정네트워크 확대 방안

4

한국의 농정과제동북아 및
개발도상국과의 농정네트워크
확대 방안

1.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 추진 사례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설치
20세기 초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존재는 미미했다. 서울 명
동 입구 대사관도 중화민국(대만)을 대표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중공(中共)’이라
고 불리던 금단(禁斷)의 지역이었다. 방콕 FAO에 파견 중이던 중앙대학교 김성
훈 교수가 중공을 다녀와서 전하는 이야기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1992년
한·중 수교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고조선 시대 이래 이천 년 동안 그
러했듯이 중국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 아편전쟁으로 영국에 당하고 청일전
쟁으로 일본에 패망하여 백 년 동안 존재가 없던 청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뀌어 엄청난 존재감을 과시하였다.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개혁개방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면서 저임금
을 기반으로 세계 제조업을 석권하는 한편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급증했다. 농산

한국의 농정과제동북아 및 개발도상국과의 농정네트워크 확대 방안❙

83

물에서도 중국은 주요 품목의 국제시장을 흔드는 큰손이 되어 우리 농업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커졌다.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개도국 사이에서 커지면서 리더 역할을 자임(自任)했다. 한국 농업과 식품산업에
서 중국의 중요성은 이렇게 커졌다.
‘한미 FTA’가 마무리되면서 ‘한중 FTA’가 가시권(可視圈)에 들어와 ‘한중 FTA
산학관(産學官)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농경연의 대중(對中) 교류도 시작되었
다. 1995년 최세균 박사(나중에 원장 역임)가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농
업 및 식량 분과위원회에 참석했고 1999년 강정일 원장이 한중농업학술심포지
엄과 한중농업기술경제협의회 일환으로 중국에 다녀왔다.
중국에서 농업정책 연구는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중심(Institute of
Agricultural Economics & Development: IAED),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Research Center for Rural Economy: RCRE),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Rural Development Institute: RDI),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농촌경제연구부
(Development Research Center: DRC), 과학원 농업정책연구중심(Center
for Chinese Agricultural Policy: CCAP)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농경연은 농
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중심(IAED)과 연구 협력 협정을 맺으면서 IAED가
중국 접촉의 창구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2006년 농경연의 상설 사무소를 중국에 설치하는 것이 다양한 접촉 경로
를 유지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판
단했다. 예산에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소 설치 업무를 10개월 동안 추진한 끝에 농
경연 ‘중국사무소(북경대표처)’를 개설했다. 농경연 중국사무소는 중국 농업정
책, 농업생산 여건 및 현황에 대한 현지 자료 수집을 기본 업무로 하고 전문가 네
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설정했다. 주요 업무는 자료 수집과 분석,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 협력, 전문가 초
청 세미나, 그리고 농경연의 중국 관계 연구 지원 및 관리로 정했다.
설립업무 초기에 추천기관을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중심(IAED)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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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고 추천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IAED는 중국 농업부에 설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중국 농업부는 중국 외교부의 의사를 타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받은 후 설립승인서를 발급하였다. 설립업무 추진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다.

2006년 12월 19일
2007년 1월 22일
2월 15일

중국사무소 설립을 위한 예비조사
중국사무소 설립 추진 태스크 포스 팀 구성
중국사무소 설립신청서 IEAD 제출

5월 8일

농경연과 IEAD 간 MOU 서명

6월 8일

설립신청서 농업부에 제출

10월 10일
11월 7일

중국 농업부로부터 설립 인가 획득
정정길 중국사무소장 부임

11월 23일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증 취득

12월 28일

중국사무소 등록 절차 완료

2008년 3월 6일

중국사무소 개소식

농경연 중국사무소 설립 과정에서, 많은 보완 요구와 관료적 지연을 겪었지만,
원내 공모를 거쳐 초대 소장으로 부임한 정정길 박사를 중심으로 한 실무팀의 열
성과 중국 측의 협조로 성사되었다. 중국사무소가 입주할 베이징의 사무실 물색
과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해
시시각각(時時刻刻) 악화되는 여건 속에서 최적 조건을 찾는 수밖에 없었다.
농경연은 2008년 3월 6일 중국사무소 개소식과 기념세미나를 중국 베이징 농
업과학원에서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농경연의 원장과 관계자, 연구진이 참석하
였다. 이균동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를 비롯한 베이징의 한국 유관기관 주재
원이 다수 참석하여 축하했다. 중국 측은 탕화쥔(唐華俊) 농업과학원 부원장, 두
안잉삐(段応碧) 중국농업경제학회장, 친푸(秦富) IEAD 소장, 쉬샤오칭(徐小靑)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농촌부 부부장, 궈줘위(郭作玉) 농업부 정보센터 주임, 장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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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張紅宇) 농업부 국장, 쏭홍위안(宋洪遠) 농업부 농업경제연구중심 주임, 그리
고 사회과학원, 과학원, 농업대 등 중국의 주요 농업 유관기관과 대학교 대표 40
여 명이 참석했다.

<그림 4-1> 농경연 중국사무소 개소식, 2008년 3월 6일

나는 기념사를 통해 “한중 수교 16주년을 맞아 양국의 농업협력이 중요한 시점
에서 중국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 설립을 계기로 양국 농업 분야의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연구 협력 및 인적 교류를 추진하여 양국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탕화쥔 중국농업과학원 부원장은 ‘한중 농업협력 강화’를 제안하였고, 두안잉삐
중국농업경제학회 회장은 “한·중 농업경제 연구 협력 강화”, 쉬샤오칭 국무원 발
전연구중심 농촌부 부부장은 “양국 농정연구 및 인적 교류 분야 등에서 긴밀한 협
조”, 궈줘위 농업부 정보중심 주임은 “한·중 간 농산물 가격정보 교환 강화”, 쏭홍
위안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주임은 “연구원 운영과 연구 경험에 대한 상호교
류”를 강조하였다. 중국의 많은 농업기관 대표 및 학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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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무소 개소를 축하하며 중국사무소가 양국 간 농업교류 및 협력 추진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중국사무소 현판은 농경연 원장과 중국농업과학원 탕화쥔 부원장이 제막하였
다. 개소 기념 세미나는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 및 자유토
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 사회는 농경연 허윤진 초빙연구위원이 담당하
였다. 한국 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농경연 어명근 국제농업연구센터장은 ‘한·중
농산물 무역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어명근 센터
장은 농산물 교역량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세계화가 급진전될
경우 규모 확대의 제약을 받는 양국의 농업이 공생하려면 농업협력을 확대해야
하며 농업이 연착륙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측 주제발표자인 농업부 농산품무역촉진중심 첸커밍(錢克明) 주임은 ‘중
국 농산물 무역 동향 및 향후 전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첸커밍 주임은 중국
의 농산물 무역 현황과 분야별 무역 특징을 설명하였는데, “세계화의 진전은 농산
물 무역의 확대 가능성을 제공하나, 국제 식량 가격의 상승과 기술무역장벽 강화
는 농산물 무역 확대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박성
재 선임연구위원과 박동규 선임연구위원, 중국의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농촌부
쉬샤오칭 부부장, 농업부 장홍위 국장이 지정토론을 했다.
3월 7일에는 한국 측 참석자들이 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베이징 중심지에서 동
북쪽 80km 지역에 있는 평곡구 주와촌 ‘석림산협(石林山峽)’에 도착하여 촌민위
원장으로부터 마을 개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마을의 45호 126명이 외지인 60
호와 함께 민박촌을 운영하고 있었다. 농가주택을 개조하여 숙소와 식당을 만들
고 도시 손님들에게 숙박과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한 사업이지만 농가들이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식당의 식기와 도구를 투명비닐로 포장하여 개인
별로 제공하는데 위생 검사 확인증을 부착하여 신뢰를 주었다. 식기를 모아 세척
하여 다시 포장하는 일을 마을 농가 중 한 집이 전담하는 제도였다. 개인위생 문제
에서 오는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한 농가의 일자리를 창출한 아이디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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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농경연 베이징사무소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가 베이징에서 열
렸다. 김창길 원장이 설립 당시 원장 자격으로 나를 초청했다. 중국 측 초청 기관
은 북경시 농림과학원으로 변경되었다. 리칭구이(李成貴) 원장은 구면이었고, 발
표를 맡은 구오페이(郭浦) 인민대 농대 학장은 1997년 인민대학교 박사과정 학생
시절 나와 문순철 박사의 중국 출장길에 가이드를 맡은 인연이 있었다. 한이쥔(韓
一軍), 리수오핑(李鎖平), 쑨둥승(孫東承) 박사도 10년 전 중국사무소 설립 전후
IAED에 근무하던 학자들이었다.
세미나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나는 “농경연 북경사무소가 2008년에 개소하여
10년이 되었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무소를 설립할 때 중국 농업부와
IAED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세계인들에게 중국
의 새로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중 농업협력은 기술협력과 통상협력 분야에
서 양국 농민과 소비자의 앞날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개소 10년을 맞은
농경연 북경사무소는 앞으로도 양국 농정연구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
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학자들과 만찬에서 북경시 농과원 리 원장이 중국 술을 준비해서 나에게
건배사를 부탁했다. 중국에 드나들면서 호기롭게 고량주를 마시던 10년 전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일어서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술을 안 마
신 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리 원장의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은 한 잔
만 마시겠습니다” 하고 잔을 비웠다. 다음 날 베이징 교외 열대식물원을 견학하고
있는데 사전 연락도 없이 리 원장이 왔다. “베이징에 계시는데 그냥 사무실에 앉
아 있기가 그래서요” 하면서 앞장서서 안내를 자청하고 오찬을 베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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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북아농정연구포럼(The Forum for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 North East Asia: FANEA) 운영 사례(2005~2007)
2003년 농경연 이정환 원장은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중심(IAED)
과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Policy Research Institute, MAFF:
PRIMAFF)를 초청하여 동북아농정연구포럼(The Forum for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 North East Asia: FANEA)을 발족시켰다. FANEA는 한·
중·일 농정연구기관이 농업정책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고 식량안보 등 공동 관
심사를 논의하는 정기 국제심포지엄이다. 농경연, IAED, 일본 농림수산성 정책
연구소가 한국, 중국, 일본을 옮겨 가며 학회를 주최하는 방식이다.
2003년 10월 서울 제1회 국제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004년 10월 중국 웨이하
이(威海)시에서 제2회 국제심포지엄, 2005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제3회 국제심
포지엄을 개최했다. 농경연은 2004년 5월 ‘동북아농정포럼 태스크 포스 팀’을 구
성하였고 2005년 11월 이를 ‘동북아농업팀’으로 개편하고 팀장에 어명근 선임
연구위원을 임명하였다. 제4회 FANEA 국제심포지엄은 농경연이 주관하여
2006년 9월 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전환기 경제의 동북아 농업’을
주제로 동북아시아의 농업정책 개혁, 농업에 대한 FTA의 시사점, 농업 및 농촌개
발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일본 국제농림
수산업연구센터와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의 연구자들도 초청하여 농정
연구 협력 증진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제5회 FANEA 국제심포지엄은 IAED 주최
로 2007년 10월 15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농업금융과 보험, 고령화와
농촌개발,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등 3개 주제에 관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
하였다.

한국의 농정과제동북아 및 개발도상국과의 농정네트워크 확대 방안❙

89

1.3. 동북아 국가와의 농정연구 협력
동북아 농정협력 학술대회가 2001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렸는데, 나
는 연변과학기술학원 동북아농업개발원 주최 제4차 ‘동북아 농정협력’ 학술대회
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했다. 인천공항에서 장춘을 경유하여 연길로 갔다. 주요
참석자는 동북아농업개발원 이상무 원장, 연변대학 과학기술학원 김진경 총장,
농촌진흥청 한원식 박사, 이병기 교수, 홍성재 주중농무관, 김한수 종자협회장이
참석하였고 중국 황지쿤(黃季熴) 박사, 일본 무라타 다케시(村田武) 교수 등이 참
석했다. 나는 ‘중국의 WTO 가입과 동북아 농업의 장래’ 세션에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 농업의 대응’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UR의 타
결과 농촌 실태, 정부의 WTO 대응 농정 입안 과정, WTO 대응 농정의 특징, 요
약 및 결론’이었으며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은 국제가격에 묶여 농업소
득의 증가에 한계가 있다. 일본과는 달리 농외취업 기회가 많지 않아 농가소득 문
제가 심화되고 있다. 국제무역 규범에서 농업 부문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수
출국과 식량안보와 다원적 기능 수행으로 농업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수입국의 입장이 대립되는데 한국, 중국, 일본은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하지만, 소
규모 영세농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협력과 공동노력의 잠재적 혜택이 크기 때문에 동북아 3
국 농업 협력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농업 협력은 쌀을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이다. 연구 협력을 출발점으로 농업자원의 공동 개발 및 이용을 통한 생산과 유통
및 교역에 대한 협력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
면 농산물 협상에서도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단계에서 북한이 참여
할 수 있으면 식량문제 해결의 공동 노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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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농업경제학회 영문저널 편집위원회에서 주최한 2009년 10월 30일 중국
농업경제학회의 ‘영문저널 발간 12주년 기념 세미나(2009 Chinese Agricultural
Economic Review International Annual Conference)’에 호주 시드니대학
의 조우(J. Zhou) 교수와 IAED 친푸 소장이 나를 편집자문위원으로 추천하여 참
석하게 되었다. 행사를 주관하는 구오페이(郭浦) 교수와 저널 편집인(編輯人) 신
시안(辛賢; 현 중국농업대 부총장) 교수와는 구면이었다. 저널에 대한 토론회에서
“중국 농업에 대한 영어로 된 자료 수요가 많은데 이에 부응하는 것을 장기 비전
으로 세우고 능력 있는 편집인을 선임하여 장기간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었다.
편집자문위원인 난징대 종푸닝(鄭甫寜) 교수와 대화하다가 그의 인생 역정(歷
程)을 듣게 되었다. “1967년 중학교 2학년 때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서 10년간 농
촌에서 지냈다. 그 후 아는 사람이 난징시장이 되어 시립도서관에서 마르크스 자
본론을 통독하고 애덤 스미스의 책과 다윈의 책과 유전학 저서들도 섭렵했다.
1978년 난징대학에 입학했는데 고등학교는 안 다녔지만, 책을 많이 읽어 대학 공
부가 쉬웠다. 그해 중국 정부가 해외 유학생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난징대 농업
경제학과에 미국 4명, 캐나다 2명이 배정되었다. 정부에서 전공을 지정했는데 미
국에 가려면 농업경영학을 공부해야 했고, 캐나다에 가면 자원경제학을 공부할
수 있었는데 광대한 미국 농장의 경영학을 배워봐야 중국 현실에 안 맞을 것 같아
서 캐나다를 택했다. 매니토바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토플 시험
을 보고 입학허가서와 비자를 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 1983년에 유학을 하였다.
그때 농업경제학 공부하러 갔다가 중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나뿐이고 아시아개발
은행 고위직에 진출하거나 대만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사람도 있다.” 문화대혁
명의 풍파를 겪고 캐나다 유학을 다녀온 조그만 체구의 깐깐한 중국 농업경제학
자에게서 중국 근대사를 보았다. “학생들이 내 강의는 좋아하는데 학점을 너무 짜
게 주어 나중에는 싫어한다”라고 말하며 미소 짓는 모습에서 일본 학자 같은 풍모
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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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대학 심포지엄과 동아시아농업논단 2005년 12월 11일 중국 인민대
학 농업농촌발전학원이 주최한 ‘동아시아 농업정책협력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
여 기조연설을 했다. 농경연의 한·중·일 농업 협력 및 교류 현황을 설명하고 동아
시아 농업 문제 및 교역 동향을 살펴본 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
시했다.

한·중·일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비(非)경합 분야에서의 협력 분야
를 개척하고 농촌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3국 농산물 및 식품의 교
역 확대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및 집단적 수급조정 통한 지역 식량안보 달성 방안
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중·일 농촌의 상생 비전을 공동으로 만
들어 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연구 협력 및 연구자 교류
등 교류 확대, 농산물 수급 및 농업 관련 정보의 공유, 국제기구 회의에서 공조를
들 수 있다.

2007년 11월 8일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농업논단에 참석하여 기조 발표를
했다. 한국 농경연과 일본 농림어업금융공고,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이 참여
했다. 나는 ‘한국의 시장개방 진전에 대응한 전업적 농업경영체상’이라는 제목으
로 다음과 같은 요지를 말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 농업의 산업적 지위가 급속히 저하되었다. 농업이 고
령화되면서 과잉 취업과 일손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영농 후계인력
확보, 전업농 육성,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으로 대응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영농의 규모화와 전문화가 진전되면서 농지와 가축 등의 자원이 대농에 집중되고
중농층이 감소함으로써, 대농과 영세농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 농업은
국제화 속에서 농업구조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농업생산력,
경영기술, 경영체 영속성에서 우위를 가진 기업적 농업경영이 확산될 전망이다.
농정은 경영체가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역량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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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농이 근간인 한국에서는 기업농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
러나 농가 경영체가 약화되면서 농업법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가는 농
산물의 유통과 가공 측면에서 농기업(agri-business)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다. 농정은 기업농 조장(助長)보다는 가족농을 근간으로 다양한 농업경영
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3국이
건실한 가족농 육성을 위한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2007년 12월 12일 중국 사회과학원과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
한 제3차 한·중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한국 측은 이종오 이사장, 이정우 교수(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은 사회과학원 우
인(武寅) 부원장,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리조우(李周) 부소장 등이 참석했
다. 나의 발표 논문인 ‘한국 농촌개발 정책의 변화’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농촌의 쇠퇴는 농촌과 농촌주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바
람직하지 않다는 점에는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촌발전
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의 농촌정책은 지금까지와
는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 최고를 자랑
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
다. 고속교통망의 정비로 한국의 좁은 국토는 더욱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농업의 쇠퇴와 수도권 인구 집중은 한국 농촌에 위기 요인이다. 그러나 정보화
의 진전, 직업과 자녀 교육에서 자유로운 은퇴인구의 증가, 도로·교통망이 정비
되어 농촌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줄 것이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한국의 농촌
은 전 국민의 거주지 혹은 휴양지로 급속하게 탈바꿈해 갈 것이다. 인근 도시로의
통근자, 도시에서의 귀향자, 주말을 농촌에서 보내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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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살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이다.
향후 한국의 농촌정책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더
욱 더 풍요롭게 하고, 농촌다움(어메니티) 등의 농촌자원을 소득으로 연결하며,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
드는 데 초점이 두어질 것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은 시작 단계에 있는
데 앞으로 더 구체적인 정책이 개발될 것이다.

2. 국제기구와의 연계 활동
2.1.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총회와 아태지역 총회
나와 FAO 인연은 1991년 11월 11일부터 28일까지 로마 FAO 본부에서 열린
제26차 총회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격년으로 열리는 총회에는 농림수산
부 장관이 참석하며 농경연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데 허신행 원장(농수산부 장
관 역임)이 출장자로 강정일 박사(원장 역임)와 함께 나를 지명하였다. 박사 학위
를 받은 후 첫 해외 출장이었다. 농림부에서는 조경식 장관, 조일호 협력통상관,
최용규 통상협력1담당관, 오창근 장관비서관, 안광욱 국제협력 사무관이 참석했
다. 현지에서 원광식 농무관과 조봉환 농무관보가 합류했다.
회의는 대표단 구성원이 분담해서 참석했는데 나는 총회 제1분과위원회 ‘식
품·농업의 주요 추세와 정책(Major trends and Policies in food and
agriculture)’의 의제 7 ‘환경 및 지속가능한 농업과 관련된 FAO의 활동(FAO
activities related to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했다. 단상에는 사우디 대사인 의장, 사무차장 등이 좌정하고 한국
대표단 좌측은 케냐, 우측은 쿠웨이트 대표가 앉았다. 발언은 대개 쟁점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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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이었는데 선진국들은 준비를 많이 해와서 핵심 있는 쟁점을 제기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총회 중간에 각국 대표단은 버스를 타고 바티칸 시국(市國)으로 이동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집전하는 간이 미사에 참석했다. 사진으로만 보던 스위스 용
병이 창을 들고 서 있는 커다란 문을 지나 교황 전용 성당으로 가면서 모두 약간
들뜨고 긴장한 모습들이었다. 도열하여 교황을 기다리면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
한 끝에 “교황님,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라
고 말했다. 교황은 긍정의 대답을 눈으로 하고 지나갔다. 교황을 직접 만나 짧은
말이나마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 여운이 남았다.
FAO 26차 총회의 참석은 대규모 국제회의 경험을 쌓게 된 계기가 되어 1996
년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 문건 협상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러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2003년 농업통상정책관으로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에 참여했다. FAO 총회장에서 처음으로 발
언권을 얻었을 때는 내가 쓴 발언문을 보면서 읽는데도 말이 더듬거리고 목소리
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대표단 자리에 앉아 마이크를 켜고 문건을 보면서 발언
하는데 긴장이 되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경험에서
단련을 받아 나중에는 발언 요지만 메모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
전했다.

FAO 창립 50주년 심포지엄 및 각료회의가 1995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캐나다 퀘벡시에서 열렸다. 이 심포지엄과 각료회의에 농림부 최인기 장관, 최용
규 국제농업국장, 박철수 서기관, 민연태 수행비서와 함께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박철수 서기관과 내가 참석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FAO가 창립되었던
장소인 ‘샤토 프론티낙’ 강당에서 열리고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초청되어 단
상에 올라가는 모습에 많은 참석자가 환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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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은 ‘인간 중심의 발전: 지식 개발을 통한 식량안보’라는 주제로 개최되
었다. 개회식에서 듀프 FAO 사무총장은 “과거 30년간 농업생산량은 2배, 농산
물 교역량은 3배로 증가하였으나 아직 식량 부족과 영양실조 문제가 심각하다.
농림수산업은 빈곤 및 기아를 해결하는 강력한 무기이므로 단기적 수익성이 낮더
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월드
워치(World Watch)’ 브라운(Lester Brown) 회장은 “세계 농산물 시장에는 가
격 상승, 공급 부족, 재고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과거와는 다른 변화의 시
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수산물 생산의 정체와 농산물 단수증
가율의 감소에 따른 공급 감소와 소득 증가에 의한 동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에 기
인한다. 특히 중국은 최근 4년간 소득이 50% 증가함으로써 농산물 수요가 급증
하였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 2억 톤의 수입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인류의 안전에 대한 과거의 위협 요소가 전쟁이었는데 새로운 위협 요소는 식량
부족이다. 각국은 인구와 소득의 증가에 상응하는 농업 성장을 달성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분과회의별로 각국의 입장 발표 후 정책 제안이 이뤄졌는데 ‘농림수산 자원 관
리’ 분과는 자원 소유와 관련된 권리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해당사
자 간의 협력 제고를 위해 공정한 사용권의 확립 필요성을 제안했고, ‘농산물 시
장 관리’ 분과는 국제시장에서 식량을 수입하기 이전에 자국 내의 농업생산 자원
을 먼저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 관리’ 분과는 참여에
의한 기술 보급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사들을 훈련시키는 체계가 개발 및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심포지엄에는 100여 개국 1,700여 명의 정부,
학계,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했으며 그중 주최국인 캐나다가 절반 정도를 차
지했다.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자유무역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
으나 개도국의 빈곤 계층을 위해 참가국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도 있었다. 나는 심포지엄 참석 외에 농림부 장관의 중국 장
관 및 일본 차관의 양자 회담에 참석하여 소통을 도왔다. 각료회의에 이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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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제28차 FAO 총회가 열렸
다. 나는 ‘세계식량정상회담’과 ‘국제농업 조정’을 다루는 1분과 회의를 담당하고
장관의 FAO 사무총장 면담에 배석했다.

제23차 FAO 아태지역 총회는 1996년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사모아(Western
Samoa) 아피아(Apia)에서 열렸다. 이 총회에 농림부 이상무 기획관리실장, 오
경태 국제협력사무관, 농협중앙회 여영현 차장과 함께 참석했다. 신설된 FAO 태
평양지역 사무소를 서사모아가 유치함에 따라 개소식도 열렸다. 지역총회지만
식량안보위원회가 1996년 11월 식량정상회의 시 채택할 정책 선언 및 행동 계획
문건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지역 의견 수렴과 지역적 우선순위 설정을 의제로 회
의가 열렸다. 역내 수출국과 수입국 입장 조정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고 회의하
는 동안 의제와 토론사항 정리를 위한 보고서 작성위원회(drafting committee)
도 구성했다. 작업반과 보고서 작성위원회에는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태국,
스리랑카, 일본, 중국, 북한 등 8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이상무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1994년 양곡자급률이
28%에 불과한 한국의 농업 상황에서 공공재고 확보 및 농업 부문의 투자가 식량
수입국의 식량안보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개별 국가의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전
략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무역에 의존하는 경우 자연재해 같은 돌발 상황에
따라 식량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이 중
요하며 식량 공급, 환경 보호 및 농촌사회 유지와 같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위에서
달성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수석대표로 참가한 농업부 이만성 부의장은 “최근 식량 가격 상승 및 재
고 감소, 이상기후 빈발로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1994년 12월
의 우박으로 102만 톤의 곡물 피해를 보았으며, 1995년 유례없는 홍수로 300만
톤의 곡물이 소실되었다. 국제기구의 원조에 북한 주민은 고무되고 있으며 향후
에도 국제공동체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식량수뇌자회의(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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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는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회의로서 중요하며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간의 인도주의적인
식량 원조에는 부대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고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서도 안 되
며 이러한 문구가 식량정상회의에 제출될 정책선언문 및 행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보고서 작성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사모아는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작은 신생 독립국인데 전국을 도
는데 두 시간 정도 걸린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피지 난디 공항에서 몇 시간 대기하
다 아피아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일요일 도착하는 것으로 계획
을 세우고 출발하였는데, 피지에서 서사모아까지 1시간 정도 비행하는 사이 날짜
변경선을 넘은 것이었다. 일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잠시 후 도착했는데 여기는 토
요일이라고 하여 모두 놀랐다. 회의는 월요일부터 열리므로 갑자기 하루가 주어
졌다. 다음 날 전국을 둘러보려고 사륜구동 지프차를 빌려 국토를 동쪽과 서쪽으
로 종단하여 구석구석 살폈다. 길거리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나무에 수건을 걸고
올라가서 코코넛을 따 우리에게 마시라고 주었다. ‘천국 귀환(Return to
Paradise Beach)’이란 이름의 해변은 다시 가기는 어렵겠지만 사람 수가 적은
천국 같은 곳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았다.
제22차 FAO 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Food Security: CFS)가 1996
년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하여 본회의 및 연장 회의에 참석했다.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CFS 연장 회의 및 이사회에는 농림수산부 오경태 서기
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CFS 연장 회의에는 최용규 국장과 참석했다.
회의는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에서 채택할 정책선언문
(Rome Declaration) 및 행동 계획(Plan of Action)에 대한 CFS 회원국 간 문
구 수정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전체회의는 의장인 호자스(Rojas) 칠레 대사와 수석부의장 스미스(Smith) 영국
대사가 주재하고, CFS 136개 회원국이 참여했으며, 작업반(Working Group)
은 7개 대륙 및 국가군별 대표 34개국, 중간 또는 기술 작업반(Inter-S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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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Technical Working Group)은 특정 분야 관련 당사국 간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였다. 4회에 걸친 중간작업반 회의에서 ‘정책선언문’과 ‘행동 계획’을 축조
(逐條) 심의했는데 합의가 안 된 단어, 문구, 문장 또는 문단에 대해 토의 결과 합
의점에 도달하면 기존 문장을 대치(代置)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새로운 문장
을 도입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준비해온 제안을 쏟아내어
이를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정책선언문 초안은 서두에서 정상회의의 취지를 세계의 기아 상황과 식량안보
문제를 서술하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했다. 식량안보 해결을 위한 인력개발, 연구,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와 경제·사회 개발정책의 수행에 대해 언급하고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행동 계획 초안은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명시한 서문에 이어 ‘빈곤퇴치를 위한 정치·사회·
경제적 환경 조성, 식량 공급과 이용을 위한 빈곤 퇴치와 식량 접근 개선 정책, 지
속 농업과 농촌개발 추진, 식량안보의 개선을 위한 무역정책의 수행, 자연재해와
긴급상황 대응 조치 강구, 인력 개발 및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적절한 투자, 세계
식량정상회의의 행동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국제적 약속으로 구성
되었다.
‘식량안보와 무역’에 관한 논의는 회원국 의견이 대립한 분야로써 별도의 논의
그룹(contact group)을 구성하였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 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문화’ 주제와 일괄 협의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했다. 무역자유화
와 국내 생산 분야 논의 결과 농산물 수출국은 수입국을 자극하는 ‘개방(open),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같은
표현을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무역체제(a fair and market-oriented trade)
나 자원의 효율적 활용(effective utilization of resources)’으로 표현하는 데
에 합의했다. 농산물 수입국은 수출국이 거부감을 보이는 ‘국내(domestic), 모든
국가(in all countries)’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간접적으로 국내 생산 증가를 표
현하는 방식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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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쟁점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표현의 위치에 관한 것이었다. 수출국은
정책선언문에는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일본도 이를 수용하였지만, 정책
선언문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우리나라가 강하게 주장하여 ‘약속3
(commitment 3)’ 제목에 ‘농업의 다기능적 특성(multifunctional character
of agriculture)’을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식량정상회의 정책선언
문 및 행동 계획 협의 과정에서 각국은 논의주제가 ‘식량안보(food security)’이
므로 이를 WTO의 차기 협상과 연계된다고 보고 대응했다. 선언문 협상에서 농
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이 대립함에 따라 입장이 조화된 형태로 작성되었다. 우리
나라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문구에 반영되고 농산물 협상 방향을 자유화로 예
단하는 문구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2. 아태농업농촌신용협회(APRACA) 운영 지원
아태농업농촌신용협회(Asia-Pacific Rural and Agricultural Credit
Association: APRACA)는 1977년 10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회 FAO 아시아
농업금융 및 협동조합 회의(The Third FAO Asian Conference on Agricultural
Credit and Cooperatives)에서 아시아 역내 농촌금융 및 농업신용 기관들에 의
해 창설되었다. 역대 사무총장 중 한국인은 이종영(1977~1979), 김성훈(1980~
1984), 김용진(1997~2001), 노원식(2010~2014)이었다. 2011년에는 23개국
60개 농촌금융기관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APRACA는 독일 기술협력협회
(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GmbH), 국제
노동기구(ILO)와 스위스개발은행(SDC),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nal Fund
for Agricfultural Development: IFAD)과 협력 사업을 수행했다. 나는 노원식
사무총장의 초빙으로 IFAD와의 협력사업 컨설턴트로 참여했다.
‘농촌 금융에 대한 정책 소통, 역량 개발, 지식 공유를 통한 농촌 빈민의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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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Enhancing the Access of Poor Rural People
to Sustainable Financial Services through Policy Dialogue, Capacity
Building and Knowledge Sharing in Rural Finance(FinServAccess)’라는
제목으로 ‘가치 사슬, 녹색 금융, 위험 관리’를 주제로 IFAD에 제출할 3개년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임무였다. 기초 자료를 받아서 초안을 작성하여
APRACA 본부에 송부했더니 외부 평가위원과 IFAD 책임자가 “범위가 넓다.”,
“서론이 중복적이다.”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평가서를 보내왔다.
논평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제안서를 수정한 후 2012년 1월 27일 태국 방콕에
갔다. 방콕 공항 세관 검색대를 빠져나와 걸으며 마중 나온 사람을 찾았으나 없었
다. 맨 끝으로 가서 더욱 천천히 찾아보고 ‘호텔출영자’라는 팻말이 있는 곳을 아
무리 찾아도 없었다. 호텔에서 차를 보낸다고 했으니 보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
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호텔 대기’라고 써진 곳으로 갔다. 일단 물어보기로 하고
호텔 이름을 대니 한 사람이 나와서 명단을 들추니 내 이름이 있었다. 호텔에서 나
온 차를 타고 호텔로 갔다.
다음 날 오전에 자료를 설명하고 초벌 검토를 거쳐 오후 회의에 관련 임원이 모
여서 본격적인 검토회의 결과 새로운 제안과 문장 수정 방향이 제시되었다. 내가
밤새 개정안을 만들어 아침에 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고 10시에 회의를 시작했
다. 청문회처럼 무대에 내 자리를 만들고 질의 응답하자고 해서 “각자 30분간 읽
고 나서 요점만 말해 달라. 막연한 비판보다는 구체적인 문장을 제시해줘야 일을
마칠 수 있다.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맞춰 놓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할 때 이를 감
안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내 제안대로 진행되었다.
자료를 나눠주고 로비에 나갔다가 30분 후 회의장에 들어갈 때는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 심정이 되었다. “축하합니다.” 맨 먼저 발언한 IFAD 지역조정관
가네시(Ganesh Thapa)의 첫 마디였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거의 최종안 단
계까지 왔습니다. 사소한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IFAD 담당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난 다음에는 업무가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되었다. 몇 가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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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서 답해주고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 달라”라고 했다. 논평에 따라 수정하
고 마무리해서 귀국 후 보내기로 하고 제안서 건은 일단 마무리되었다.
2012년 5월 30일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열린 ‘농촌 금융제도 개혁을 통한 소농
회복력 강화(A Regional Forum on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Smallholder Farmers through Rural Financial Innovations)’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농촌주민의 녹색성장 연계를 통한 소농 회복력 강화 방안(A Regional
View on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Smallholder Farmers through
Linking Rural People to Green Financing)’ 논문을 발표했다. 심포지엄은
APRACA가 주최하고 캄보디아중앙은행이 주관했다.
씨엠립은 앙코르 와트가 있는 곳이다. 주최 측에서 앙코르 와트 현지 견학을 주
선해서 캄보디아중앙은행 직원 2명과 전문 가이드 1명의 안내를 받아 ‘앙코르 와
트’, ‘바욘’, ‘타 프롬’ 3곳의 중세 사원을 탐방했다. 힌두교와 불교가 힘을 겨루면
서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프랑스인
이 유적 터를 발굴한 후 독일, 이탈리아, 중국, 일본, 인도를 비롯한 수십 개국의
힘을 빌려 일부는 복원하고 일부는 보존하고 있었다. 큰 홍수는 유적에 단기적 충
격을 주었고 큰 나무들은 돌과 밀고 당기면서 파괴와 공존의 역사를 썼다. 끝없는
돌 건축과 조각을 보고 불교와 힌두교 신상을 바라보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
무와 돌의 공존, 보완 및 파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유적이었다.
영어를 잘하는 현지인 가이드는 1964년생으로 12살부터 15살까지 ‘킬링필
드’의 참상을 직접 겪었는데 그 와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자신은 먼 곳에 있는
친척 집으로 피신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고 한다. “지금도 우리끼리는 눈물이
쏟아져서 그때 이야기는 안 한다”라고 말하는 그의 눈이 슬퍼 보였다. ‘와트 마이’
라고 불리는 킬링필드 추모 시설이 호텔 근처에 있다는 말을 듣고 길을 나섰다. 오
토바이를 개조한 미니 택시인 ‘툭툭’을 타고 1km 정도 가니 입구에 한국 단체관
광단을 태우고 온 버스가 대여섯 대 있었다. 구내로 들어가니 사진으로 많이 보던
모습인 조그만 정자형 건물 외벽을 유리로 해놓고 해골과 인골을 늘어놓았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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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루즈와 폴 포트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를 둘러보고 마음이 착잡하였다.

<그림 4-2> APRACA 심포지엄, 씨엠립, 캄보디아, 2012년 5월 31일

2012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APRACA와 농협중앙회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유기농산물 공급사슬 유통 및 금융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Marketing and Finance of the Organic Supply Chain)’의 5번째 세션
‘유기농산물 공급망 금융(Financing Organic Supply Chain)’에 라포터
(rapporteur)로 참여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
도, 일본 참가자가 제출한 초록을 검토하여 발표자를 선정하고 발표논문과 토론
요지를 보고서용으로 요약하는 작업이 내가 맡은 업무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행
사를 전후하여 전문지에 기고한 글을 아래 수록한다.

최근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 인근 씨엠립에서 아·태 농업신용협회(APRACA)
제18회 총회와 세미나가 열렸다. 1974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하기구로
출범해 1977년 독자적 국제기구로 탈바꿈한 ‘아프라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3개국의 농업금융 관련 61개 기관의 대표로 구성돼 있다. 회원기관에는 우리나
라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태평양제도 국
가의 농업은행·일반은행·농업금융 관련 정부 기관과 소액금융 기관이 망라돼 있
다. 또 협회에는 다수의 중앙은행과 규모가 큰 농업은행이 참여하고 있어 아·태
지역의 농업금융 분야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아프라카의 사무국은 태국 방콕에 있으며 현재 농협중앙회 임원을 역임한 인사
가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고위급 인사들이 사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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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역임하며 헌신적으로 일해 회원기관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아프라카는 설립 이래 아·태 지역 농업금융의 발전을 위해 협력 분위기를 조성
해 왔다. 대부분 소농으로 구성된 아·태 지역 농업 분야는 자금이 부족해 신용경
색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이의 원활한 해결을 추구하는 아프라카의 목표
와 농업개발을 통한 빈곤퇴치를 기본 임무로 삼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비
전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프라카는 IFAD의 지원을 받아 2007~
2011년 ‘농업금융 역량 개발 프로그램(FinPower)’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사 임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워크숍, 문제의 진단을 위한 연구
사업, 광범위한 소통을 위한 국내 및 국제 세미나와 현장 방문, 혁신적 금융기법
의 적용에 앞선 시범사업 등으로 구성돼 시행됐다. 또 아프라카는 향후 3년간 추
진할 후속 사업으로 ‘농업금융 혁신을 통한 빈농 생계개선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서를 최근 IFAD에 제출했다.
원조는 돈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아프라카 같은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
여해 우리의 앞선 농업금융 시스템을 아·태 지역 개도국에 전파함으로써 이들 국
가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원조다. 우리나라에는 농업금융 전반뿐 아
니라 소액금융, 녹색금융, 농식품 유통 등과 연계한 금융에도 많은 전문가가 있어
이러한 원조가 충분히 가능하다.
때마침 아프라카는 농협중앙회, FAO, 아·태 농식품유통협회(AFMA)와 공동
으로 9월 24~27일 서울에서 ‘유기농산물 공급사슬 유통 및 금융에 관한 국제심
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호주·인
도·태국·인도네시아·파키스탄 등 10여 개국의 농업금융 전문가가 유기농산물,
금융과 관련한 각국 사례를 발표한다. 아·태 지역 농업금융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귀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농
민신문 2012년 8월 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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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부터 2개월에 걸쳐 진행된 APRACA ‘사무국 개편을 위한 외부 컨
설팅’에 컨설턴트로 참여했다. 이를 위해 6월 28일 현지에서 사무차장(Professional
Staff), 행정실장(Administrative Officer), 회계 담당(Accountant), 출판 보좌
(Publications Assistant)를 상대로 ‘주요 업무, 주특기, 약한 분야, 학력, 업무
분위기, 연봉과 만족도, 발전을 위해 중요영향을 미치는 기관’ 등을 개별 면담을
하여 조사했다. 경영 여건 변화에 따라 회원기관들이 APRACA 사무국의 조직,
인원 관리, 활동, 재정에 대해 미래지향적 개편을 요구함에 따라 이뤄진 컨설팅
결과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개편의 방향: 회원에 대한 서비스 확대,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제공을 위해 재정
개선, 회원과 다른 기관 간의 네트워킹 확대

회원기관을 위한 조직: 내부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농촌 및
농업 금융 분야의 내부적 포럼 등을 개최해 회원들에게 학습 기회 제공

사무국의 재정 개선: 수입 제고와 비용 감축의 양 측면 접근 필요. 이사회나 총
회 주도로 인건비와 회비 연계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 필요

조직 개편: 일반 직원보다는 프로그램과 홍보 관련 전문직 확충 필요. 관련 금
융기관에서 파견 형태 고려

개편의 시한: 개편안의 이사회 검토 후 조직 개편부터 시행하여 차기 총회에서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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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 WFP) 새마을 제로헝거
커뮤니티(SZHC) 사업
르완다 한-WFP 새마을 제로헝거 커뮤니티 2차 사업기획회의가 2014년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열려 KOICA 이연수 실장, 최제연 과장,
연세대 김장생 교수와 다녀왔다. 출장 목적은 WFP의 기존 사업인 ‘취로(就勞)사
업(Cash For Asset: CFA)’에 새마을운동 요소를 반영하여 주민을 조직화한다는
사업의 기본 취지가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차기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었다. 현지에서 확인할 내용은 기존 사업과 새마을운동 반영 사업 간 연계를
위해 경쟁과 인센티브제를 활용하고, 주민의 태도 변화 유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었다.
수도 키갈리에 도착하여 쉐란도(Chez Lando) 호텔에 짐을 풀었다. 큰 나무 사
이에 있는 저층 건물들이 산재하여 휴양지처럼 보였다. WFP 르완다 사무소에서
업무협의를 했다. 프랑스 출신 마거리(J-P de Margerie) 소장은 한국 정부의 지
원이 잠정 결정된 2차 사업 구상을 “시범사업 성격의 1차 사업을 확대하고 르완다
정부와 협조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한국 방문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한·르완다 정상회담에서 언급
된 르완다 내 새마을운동이 2차 사업을 통해 확산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현장 방문은 야먀가베(Nyamagabe)군에서 시작했다. 무카웨고(Mukarwego)
경제부군수와 WFP 르완다 사무소, 지역 NGO, 사업시행자인 굿네이버스 관계
자가 참석했다. 이 지역은 소득이 전국 평균의 22%에 불과한 가장 가난한 지역인
데 계단식 경지조성과 토질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1차 사
업 통해 마을개발위원회(Village Development Committee: VDC)를 구성했
지만, 주민 의식변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챠니카(Cyanika) 마을 방문
에는 ‘계단식밭위원회’와 ‘관개위원회’ 임원, 굿네이버스 현지 직원이 동행했다.
농산물 저장고, 신축 주택, 식수 공급시설 같은 마을 인프라는 완성 단계에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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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OICA 사업으로 지은 마을회관에 마을개발위원장과 150명의 주민이 우리
일행을 춤과 노래로 맞아 주어 사업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다음 날은 군수가 운전해서 앞장서고 차량 대여섯 대가 비포장 산길을 달려 기
시타(Gishyita) 마을로 갔다. 길에 차량 통행은 거의 없었다. 마을마다 남녀노소
가 모여서 차를 향해 손짓했다. 산길 초입에서 KOICA가 지원한 양어장 사업 현
장을 알리는 표지판을 지났다. 군수는 휴가 중인데도 까만 양복을 입고 앞장을 섰
다.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우리 일행 차 3대와 군청 차 3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 산꼭대기 부근에 도착해 공터에 차를 세웠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군청 기획담당의 현황 브리핑을 듣기 위해 모였다. 그는 마
을의 전반적인 상황과 발전 목표를 설명했고 질문이 이어졌다. ‘천 개의 언덕’이
라는 나라답게 보이는 곳은 모두 언덕인데 나무는 없고 경작지가 되어 있었다. 인
구가 늘면서 점차 높은 곳까지 개간했고 남은 땅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라
전체가 ‘계단밭’으로 뒤덮이게 되었다. 경사진 땅은 토양유실이 심하여 식량 부족
이 우려되어 비탈진 밭을 계단식으로 개간하는 것이 농정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골짜기 습지에는 수로를 내어 논밭을 조성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되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우리는 산길을 거슬러 내려와 세계식량기구(WFP) 후에
(Hue) 지역사무소에 들렀다. WFP의 중요한 사업인 난민 구호 사업을 둘러보기
위한 방문이었다. 천막으로 만들어진 대여섯 동의 창고에는 근처의 난민 캠프 긴
급지원용 식량과 설탕, 분유, 취사 기구가 쌓여있어 위기 상황에는 먹을거리가 가
장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실제 상황임을 일깨워 주었다.
큰 산맥 하나를 꼬불꼬불 넘어 정상에 도달했는데 마침 멀리서 붉은 해가 넘어
가고 있었다. 일행이 차를 세우고 잠시 일몰(日沒)을 보고 있는데 한 무리의 아이
들이 나타났다. 누더기를 걸치고 “100프랑만” 하면서 까만 손을 벌렸다. 한 아이
는 조잡한 깡깡이로 연주하며 “내 이름은……” 하며 영어로 노래를 만들어 불렀
다. 인적이 드문 이 산중에 이 많은 아이가 어디 있다가 나타났는지 모두 궁금해졌
다. 길에 다니는 차는 봉고차 같은 노선버스만 눈에 띌 뿐 대부분 사람이 걷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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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이동한다. 대개는 무거워 보이는 긴 풀이나 자루를 이거나 싣고 간
다. 도로의 높낮이가 심하여 자전거는 내려갈 때만 타고 오르막길은 밀고 간다.
심지어는 나무로 자전거를 만들어 끌고 다니는 모습도 몇 차례 목격했다.
언덕을 한참 내려가 비포장 좁은 길로 들어섰다. 숙소로 가는 길인데 가로등도
없어 으스스했다. 개도국의 시골이라 숙소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춰 거의 포기하
다시피 도착한 곳은 대반전이었다. 간단한 수속을 마치고 안내를 받아 객실로 가
는데 깜깜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호숫가에 자리 잡은 리조트였다. 4층 건물을 계
단식으로 지어서 어느 방에서나 호수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안은 우선 밝아
서 좋았다. 널찍한 욕실은 욕조와 샤워가 분리되어 있었고 헤어드라이어 등 다른
호텔에서 볼 수 없던 물건들도 갖춰져 있었다.
저녁 늦은 시간 호숫가에 자리 잡은 식당에 모인 일행은 호텔 방을 보고 나서 놀
란 심정을 한마디씩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니 콩고민주공화국과 국경
을 이루는 키부호수가 파란 색깔을 뽐내고 곳곳에 섬과 낮은 산이 환상적이었다.
잠자리에서 흐트러진 머리를 감추기 위해 모자를 쓰고 카메라를 둘러메고 밖으로
나섰다.
호텔 정문에서 농업전문가로 르완다에 주재하는 홍 박사를 만나 동행했다. 농
어촌공사를 은퇴하고 10년째 외국에서 코이카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가
족과 떨어져 있지만, 노후를 보람 있게 보내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 초입까지 한
삼십 분 걷고 뒤로 돌아오는데 빨간 지붕의 낮은 건물이 줄지어 있는 것을 발견했
다. 궁금하여 앞으로 가 보니 장로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었다. 알고 보
니 어제 함께 온 WFP 후에 사무소장과 운전기사는 숙박비가 저렴한 그곳에서 잤
다고 했다.
9시까지 군청에 간다고 하다가 9시 40분으로 미뤄졌다는 전달을 받았다. 시간
이 남아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지만, 원조를 받는 기관에서 시간을 일방적으로
늦추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제저녁에 군수가 나타나서 인사를 하거나 아침
에라도 와서 모시고 가거나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군청에 가서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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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복도를 지나 군수실로 안내되었다. 군수가 휴가 중이라고 해서 부군수에게 우
리를 다 소개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군수가 나타났다. 가는 곳마다 군수
는 휴가 중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의아했다. 우리는 다시 모두를 소
개하고 우리가 온 목적부터 새로 설명하였다. 그쪽에서 정해놓은 답사지는 즉석
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되었고 점심 후에 가기로 하였다. 점심은 숙소 앞 장로교 숙
박시설의 야외 식당에서 먹었다.
점심 후 어제보다 더 험한 산길 비포장도로를 한 시간 이상 달려 마을회관 현장
에 도착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다니니 저녁때가 되면 셔츠의 컬러가 갈색이
되어 굵은 선을 이루었다. 컴컴한 방에는 군청에서 파견한 직원, 농촌지도사, 마
을 대표, 법원에 가기 전 갈등을 해소하는 분쟁조정인 등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들
이 가득 앉아 있었다. 자료를 보여주는데 컴퓨터로 출력은 했지만 ‘루안다-케냐’
어로 되어 있어 숫자 외에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정과 통역을 통해
마을 실정을 들으니 이 마을을 사업대상지로 결정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였
다. 미팅을 마치고 차를 탔다.
키갈리는 120만 명이 사는 대도시라 진입하는 길의 교통 체증이 심했다. 예상
보다 늦게 한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도착했다. 한국인인 굿네이버스 르완다 지
부장 및 현장 사무소장과 면담한 결과 “예산 지출로 본 전체적인 사업 진도는 약
70% 수준이다. 현지 직원에 대해 새마을 교육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 군청의
지나친 간섭은 장단점이 있다. 마을 이해관계자 의견조정이 어렵다”라는 말을 들
었다. 현지 책임자는 대개 여성이었는데 열악한 숙소에서 군청 공무원, 현지 직
원, 마을 유지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탄자니아 WFP 협력 새마을 제로헝거 커뮤니티(SZHC) 사업 중간점검

2015년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탄자니아 WFP 협력 새마을 제로헝거 커뮤
니티(SZHC) 사업 중간점검을 위해 출장을 다녀왔다. 코이카 이연수 실장, 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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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과장, 김장생 교수, 편신영 부소장이 동행했다. 다레살람에 도착하여 골든 튤
립 호텔에 짐을 풀었다. 다음 날 일찍 호텔을 나와 도도마로 가는 14인승 비행기
를 탔다. 도도마주 부지사를 방문하여 참위노(Chamwino)구 현황에 대해 설명
을 들었다. “저소득지역이며, 식량안보에 문제가 많다. 소득 및 삶의 질 제고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여성 부지사는 사업에 관심이 각별했고 추진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WFP 도도마 사무소에서는 야외식탁에 조찬을 마련해두어서 식사
하고 업무협의를 했다. KOICA, WFP 탄자니아 사무소와 도도마 지소, 군청, 굿
네이버스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구에서는 관내 마을 중 빈곤율과 식량안보
상황을 감안하여 대상 마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첫 방문은 치볼리(Chiboli) 마을이었다. 군청, 마을사무소 공무원,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마을 공터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대화를 나눴다.
사업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는 높았다. 사업종료 후 지속가능성을 물으니 개발위
원회 회장은 WFP와 굿네이버스에 의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며 개발위원과 주
민 다수가 근면과 협동 정신을 익혔기 때문에 사업이 문제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보건소 개축 현장과 식수 공급 장치를 둘러보았는데 보건소는 일부
장비만 들어오면 진료가 가능한 정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주민간담회에
이어 소규모 댐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240명의 주민이 간단한 도구만으로 바닥
흙을 파서 300m 떨어진 곳에 둑을 쌓는 현장인데 더운 날씨 속에서 개미처럼 힘
을 합쳐 일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중장비만 있으면 간단히 끝날 일인데
많은 사람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니 안타까웠지만 그렇게 해야 일당을 받을
수 있을 테니 ‘기계화의 딜레마’를 보는 듯했다.
인근 치볼리(Chiboli) 마을에서는 개발위원회 임원 간담회를 했다. 임원은 주
민이 선출한 마을 개발위원회 경영진인데 대표, 보건, 농업, 교육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관에 의해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분기별로 개발위원회와
마을위원회의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합동회의는 마을주민과 군청을 연결시켜 주
는 매개체이다. 참석자들은 사업 이후 농가소득이 증대했으며 이는 수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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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간접적인 효과였다고 말했다.
술라이(Suli) 마을 주민간담회는 개발위원회 임원, 여성·농업·수자원분과와
꿀벌·참깨 작목반 농민이 참석했다. 발언은 주로 개발위원회 임원과 마을위원회
대표가 했는데 새마을 제로헝거 커뮤니티(SZHC)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구성된
개발위원회는 프로젝트 발굴, 집행, 관리 업무와 주민 참여 의식 고취를 주도한다
는 설명을 들었다. 소규모 댐 건설로 용수 확보, 채소 경작, 식수를 확보하는 데 드
는 시간 절약으로 여성의 소득 활동을 지원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소
득 활동은 주로 토마토 재배와 주택 건축용 흙벽돌 제작이었다. 개발위원회는 월
1회 정례회의, 분기별 1회 마을위원회와 합동회의 통해 사업 방향을 조율한다.
개발위원회 정관은 사업대상 마을에 표준화되어 ‘정의, 목적, 언어, 지역, 개발
원칙, 강령, 목표와 위원의 자격, 선출 방법, 권리의 획득과 상실 요건, 총회 개최’
에 대해 규정하고 총무가 규정 관리 책임자이다. 3개 마을의 개발위원회 공동협
의회가 있어 이견을 조율하며 유대 강화를 위해 축구 시합을 개최하기도 한다. 주
민은 전부 농민이며 농작물과 가축을 재배, 사육하는데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마
을 식량은 자급하지 못한다. 주민들은 프로젝트가 완료되더라도 물 부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참석자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
주민의 의식 전환이 이뤄졌음을 강조하였다. 소득 증대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희
망이 생겼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자신감과 후손들이 잘살기를 원하는 염
원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여성 농민 10명이 4.5ha의 경지에 참깨 작목반을 구성하여 협동으로 영농했으
나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참깨 영농단지는 100
가구가 참여하여 45ha의 집단농장을 조성하고 참깨를 파종하였으나 가뭄으로
실패했다. 조성된 농지가 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모두 숙연해졌다.
마을에서 농장에 이르는 진입로를 자력으로 정비하고 협동하여 농사를 지었으나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 없이 비 내리기만을 기다리다 비가 내리지 않아 2회에 걸
친 파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금년의 가뭄은 빈도가 매우 낮은 재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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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며, 군청의 산다(Ms. Sanda) 사무국장은 인근 댐으
로부터 농장에 이르는 배수로가 계획되고 있다고 하였다.
푸푸(Fufu) 마을 주민간담회도 개발위원회 임원과 마을위원회 대표가 참석했
다. 프로젝트를 통해 소규모 댐공사, 보건소 개축, 물탱크 건립, 기숙사 신축 사업
을 완료하고 식수가 원활히 공급되어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주부들의 여유 시간이
늘어났다. 마을주민 식량의 절반은 자급하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 근로 사업, 시
장 구매를 통해 해결한다. 환금(換金) 작물은 참깨인데 수집상이 마을에 와서 매
입하여 판매 문제는 없었다. 이 마을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상 마을의 답변이 모두 같았다. 주
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은 주부 대상 영양교육, 수확 후 보관 기술 및 시설 지원, 양
계·양봉에 대한 기술교육, 벽돌 제작 기술이었다.
전반적으로 인프라 조성과 조직 구성 및 운영이 사업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었
다. 식수, 생활 및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에 우선순위를 둔 사업목표 설정은 적절
하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마을 보건소 시설개선과 여학생 기숙사 건립도 주민 요
구를 반영한 사업이었다. 마을개발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행정 조직,
사업 집행기관, 다른 마을 개발위원회와도 소통하고 있었다. 사업종료 후에도 개
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 발전과 소득 제고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자신
감을 나타냈다. 지방 공무원들은 개발위원회 참석을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
환하고 회의록 공유를 통해 문서로 보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교육을 통해
개발위원회 임원과 마을위원회 간부의 의식 전환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
였다. 이들의 의식 수준을 심화시키고, 일반 주민에 대한 자립 의식 고취 및 비전
형성 교육이 농업기술 교육과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지
속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르완다 한-WFP 르완다 새마을 제로헝거 커뮤니티(SZHC) 사업 종료평가

112

❙

새마을 제로헝거 커뮤니티(SZHC) 1차 사업 종료평가를 위해 2017년 2월 26
일부터 3월 5일까지 르완다에 다녀왔다. KOICA 유지영 과장과 공적 원조 전문
가 정다운 씨가 동행했다. 도하행 비행기 탑승구에서 처음 본 코이카 윤 과장은 중
남미팀에서 근무하다 최제윤 과장이 르완다 사무소로 가고 후임으로 왔다. 정다
운 씨는 네팔에서 3년 동안 이 사업을 담당하다가 기간이 끝나 프리랜서가 되었
다. 인천에서 스물두 시간 걸려 키갈리에 도착했다. 도착 비자를 구입하고 짐을
찾고 나니 최제윤 과장이 영접을 나왔다. 3년 전에 묵었던 쉐란도 호텔에 짐을 풀
었다.
다음 날 만난 세계식량계획(WFP) 르완다 부소장은 “사업을 통해 농업생산성
과 식량 가용성이 증가했으므로 식량안보가 향상되었다. 엘니뇨 현상으로 가뭄
이 들어 원래 계획했던 생산성 제고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식량 소비량 증가와 섭
취 식품 다양화의 효과를 거두었다. 자치적 협동조직 운영과 주민의 의식 전환이
있어서 사업종료 후에도 주민 주도로 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2단계 사업에
서는 지방행정부의 관심과 개입 정도가 커져서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진척 상황을 설명했다. 희망 섞인 결론이었지만 대체로 사실과 부합
했다.
현장에 가는 날 호텔에 큰 짐은 맡겨두고 작은 가방과 배낭을 가지고 야마가베
(Nyamagabe)군으로 갔다. 차에서 조형래 소장의 현지 생활과 관련된 집 문제,
봉사단원 사고, 도난 사건 이야기를 듣다 보니 금방 현장에 도착했다. 전에 방문
했을 때 건축 중이던 군청 건물이 완공되었다. 2층 회의장으로 가니 경제부군수
가 도착했다. 부군수는 챠니카(Cyanika)면에서 시행된 SZHC 사업의 성과에 대
해 설명했다. “계단밭 조성, 자재 공급, 수도 시설, 교육, 주택 개축 및 신축과 추모
관 건립을 통해 소득 제고와 주민 화해에 기여했다. 그 결과 챠니카는 2012년 17
개 면 중 최빈 3개 면에 속했으나 2016년 4위로 상승하였으며 일부 지표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군청은 군수가 주재하는 사업집행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
고 있다. 프로젝트 지속을 위해 군청의 조정과 예산투입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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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지역 최대 현안인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사업집행기관인 굿네이버스의 유한나 사무장은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계단
밭 조성 사업과 습지의 농지조성 사업을 통해 농지를 확보하고 연간 최대 3모작
까지 가능하게 되어 농업생산이 증가했다. 추가생산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시장
을 개설했다. 사업의 건설 부문은 3년으로 충분하지만, 주민 의식변화는 장기간
이 소요된다. 습지 개발 수혜자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최빈계층과 차상위계층 중
에서 주민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차니카면 마을회관에서 협동조합 간부 6명과 소액 수혜자 4명을 만났다. “협동
조합은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자산을 승계하여 운영 책임을 맡은 조직이며 시설, 수
자원, 농업 등 분과를 두고 농업생산 활동과 SHZC 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자원을
관리한다. 협동조합 간부들은 동 사업을 통해 농업생산이 증가했으며 기후변화
로 인한 생산감소 영향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소득 증가와 식량안보 확보에 도
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질문에는 “사업 초
기부터 참여했는데 매우 만족한다”라는 답을 들었다.
학교 방문 후 2차 사업지에 들렀다. 루간다(Ruganda)면에서는 사업이 작년 9
월에 착수되어 계단밭 조성 사업이 80% 정도 완료되었다. 대상 농지 확보에 어려
움이 있었지만, 생산성 향상 실적을 보게 되면 추가농지 확보는 쉽게 이뤄질 것으
로 예상하였다. 25세 이상의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 자조(自助)회가 조직되어 활
동 중이다.
무쿠라(Mukura)면 면장은 “SZHC사업은 새마을운동의 근면, 자조, 협동의 정
신으로 농가소득을 제고시킴으로써 르완다를 중소득국으로 발전시키려는 국가
비전을 실천하는 수단이다”라고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과시했다. “최빈 그룹
에 속하는 면의 소득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면서 작년 7월에 사업이 착수되었다.
기존의 전통 두레 조직인 ‘우부데헤(Ubudehe)’를 통해 협동하여 생산 촉진, 시
장 판매, 농로 개발 등을 복합적으로 추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
다. 이 지역이 빈곤한 근본 원인은 농지 부족과 농사기술 부족인데 이 문제들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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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면장은 매월 사업의 집행위원회를 주재하여 농업부, 면사무소, 사업집행기관,
WFP와 사업의 실행 방향을 정하고 문제점을 논의한다. 면내에는 3개의 농업협
동조합이 있으며 르완다협동조합지원국(Rwanda Cooperative Agency)의 감
독을 받는다. 이 협동조합들이 발전하여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기
관으로 활동할 예정이었다. 사업의 결과로 결성된 마을개발위원회(VDC)가 수자
원, 인프라, 계단식 밭 등 사업에서 창출된 공유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마을개발위원회는 사업 종료 후 협동조합(Isano mu kwigira cooperative:
KOICWI)으로 확대 개편되어 자산을 승계받고 사업의 지속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취로사업(Cash For Work: CFW) 참여자는 일당의 10%를 원천 징수하여 공
동체개발기금(Community Development Fund: CDF)에 납입한다. 취로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는 것은 특혜이기 때문에 투명한 선정 과정이 필요하며 일당의
일부를 기금으로 징수해도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반발이 없었다. 계단식 농지 개
발도 사업 전후(前後)의 농업생산량을 비교하여 증가한 생산액 일부를 공동체개
발기금에 적립하여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사업은 전반적
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더 큰 규모의 2차 사업이 착수되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도 높아 보였다.
나는 KOICA 본부의 사업 예비 조사, 실시 협의 조사, 중간 평가, 종료 평가 등
사업의 단계별 출장에 참여하였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남미 2개국, 아프리
카 4개국 등 8개 사업을 들여다볼 귀중한 기회가 있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
범 이후 농촌지역개발 사업이 ‘새마을운동’으로 덧칠되는 경우가 많았다. 농촌 새
마을운동이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확장되었고 지구촌 새마을운동으로 날개를 달
았다.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유엔개발프로
그램(UNDP)이 동원되었다. 컬럼비아대학교 제프리 삭스 교수도 빈곤 퇴치를 위
한 지름길로 ‘새마을운동’을 꼽았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새마을운동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오던 경북도청과 영남대학교도 힘을 얻었다. 대외원조사업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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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KOICA는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추진 기구로 변모했다.
많은 곳에서 개도국의 공무원에게 농업·농촌정책을 강의하던 내게도 강의 요
청을 하면서 “개도국 정부와 공무원들이 원합니다. 새마을운동을 강의에 포함시
켜 주세요”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강의 준비를 하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문헌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심
해지던 시기 정부가 농촌에 투자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발휘토록 한 ‘위로부터의 운동’이었다. 새마을운동을 말할 때는 당시가 유신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매월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진도를 챙기던 사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이 추진하고 있던 ‘제로헝거(Zero Hunger)’ 사업명에 ‘새
마을’을 넣었다. 제로헝거는 UN 지속가능발전계획의 17개 목표 중 하나이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원조 자금이 지원되었다. 그러한 사업을 평가하러 현장에 가면
‘사업에 새마을운동의 요소가 잘 반영되었는가? 현장 활동 직원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가?’를 따지게 된다. 그때마다 ‘농촌개발사업은 새마을운동
으로 대체(代替) 가능한가?’를 따지게 되었다. KOICA 본부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국제워크숍에 참여한 프랑스인 WFP 직원이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와는 르완
다 사업 평가에서 만난 구면이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새마을운동 원조사업이
계속될까요?” 내가 되물었다. “솔직한 대답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환
상적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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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학회를 통한 농정연구 교류
3.1. 농경연의 아시아농업경제학회(ASAE) 운영
학회 사무국 출범아시아농업경제학회(Asian Society of Agricultural
Economists: ASAE)는 1991년 8월 아시아 농업에 관심을 가진 한국, 일본, 인도
네시아, 태국, 인도의 농업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학회 설립 후 평생회
원으로 등록된 이 농업경제학자들은 3년마다 열리는 세계농업경제학회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아시아지역 농업경제학회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1991년 도쿄에
서 개최된 제21차 세계농업경제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 정식으로 출범을 하고 제
1차 학술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학회 설립 준비는 최양부 박사(당
시 농경연 부원장)가 주도했다. 이와 관련된 최양부 박사의 회고담이다.

“세계농업경제학회는 학술 활동과 함께 학자들 간의 교류와 친분을 쌓는 자리
다. 학회 기간 중 미국과 유럽학자들이 미국학회, 유럽학회 등으로 따로 모이는
것과는 달리 아시아 출신 농업경제학자는 그런 모임이 없어 누가 누구인지도 모
르는 형편이었다. 나는 1985년 19차 스페인 학회에서 학회 기간 중 발행되는 신
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 아시아 지역에서 온 학자들끼리 점심 먹으며 모임을 하
자는 광고를 냈다. 정해진 날, 유지로하야미(일본), V. J. 비아스(Vyas, 인도) 등
20여 명의 학자가 모였다.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학회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서 나는 ‘학회창립준비위원장’에 선임되었고 다음 학회에서 학회설립안(案)을 보
고하기로 했다. 1988년 20차 아르헨티나 학회에서 ‘아시아농업경제학회(Asian
Society of Agricultural Economists, ASAE) 창립구상안(案)’을 발표했다. 나
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1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21차 학회에서 아시
아학회 창립을 공식 선언했다. 첫 번째 학술대회는 1993년 8월 서울에서 열기로
하고 그때까지 학회는 잠정적으로 내가 책임을 맡기로 했다.” (한국농어민신문 홈

한국의 농정과제동북아 및 개발도상국과의 농정네트워크 확대 방안❙

117

페이지, http://www.agrinet. 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145
참조).

1991년 9월 16일 최양부 부원장에게서 ‘아시아농업경제학회’를 만드는데 네
가 사무총장을 맡아줘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첫 임무는 이사진 4명과 고문 5
명에게 ‘최정섭의 사무총장 승인 요구 및 통보 서한’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었
다. 모든 이사가 나의 ‘사무총장 임명을 환영한다’라는 답신을 보내왔고, 이를 기
초로 고문들에게 임명 사실을 통보했다.
국내외 농업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회원 모집에 착수하여 우선 국내 농업경제 관
련 학회들을 상대로 학회 설립 취지와 회원가입신청서를 발송했다. 내 연구실이
‘아시아농업경제학회 사무국’이 되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회원가입신청서
와 회비납부 영수증 양식을 만들고 회계프로그램과 라벨링 프로그램을 구입하였
다. 학회사무국을 운영해본 적이 없고 국제학회에 참석해 본 경험도 없이 배워가
면서 일을 진행해 2년 후 제1회 학술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농업경제 관련 5대 학회인 농업경제학회, 농업정책학회,
식품유통학회, 축산경영학회, 협동조합학회의 회장과 간사 모임을 주선하였다.
국내 학회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다가 협조를 요청하니 처음엔 어려웠지만,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했다. 문교부(현 교육부)에 학회 설립 등록을 위
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해외의 각 학회에서 회원가입신청서가 팩스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각종 양식과 편지지, 편지 봉투를 제작하고 학회 엠블럼을 디자인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학회 운영진 고문은 일본 하야미,
중국 캉, 김동희, 인도 비야스 박사였고, 이사는 최양부, 딜론, 가다, 온찬, 싱 박사
그리고 사무총장은 내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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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아시아농업경제학회 엠블럼

제1차 아시아농업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제일 급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은 설립자들이 합의한 1993년 8월의 개최 준비였다. 첫 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서울 조직위원회’는 회장 김동희, 부회장 최양부, 고문 김준보, 김문식, 박
진환, 자문위원 한호선, 송찬원, 조홍래, 신대진, 정영일, 서중일 박사를 위촉하였
다. 그 밖에 주요 참여자는 논문위원장 성배영, 운영위원장 감정일, 감사 유철호
박사 등이었다. 조직위원회가 업무를 분장하여 회원, 논문, 자금, 장소, 봉사자를
확보하는 일에 착수했다. 대주제와 소주제를 정하고 논문 발표자를 확보하여 프
로그램을 짜고 좌장과 보고자를 지명하는 것이 학술대회의 핵심적인 업무였다.
학회는 학술대회 기간 중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을 정하고 임원 선출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했다. 전체 모임을 가름하여 국별로 할당을 주어 대의원회를
소집하였다.
자금은 회비와 기관회비 외에 기부금을 모금했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방법도
모색하였다. 한국생산성본부와 세계은행의 소액지원프로그램에 지원하였다. 자
천타천으로 임원급 학자가 영입되었는데 일본의 하야미 교수가 필리핀 발리사칸
(A. Balisacan) 교수를 추천하여 학회지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아시아 지역의 특성상 개도국 출신이 많아 여비 보조가 필요했으나 예산 제약
때문에 안배(按配)가 필요했다. 학회 장소는 농협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안성 농협
지도자연수원으로 결정하고 숙소의 질적 수준을 올리려고 노력했다. 샤워장의
샤워기 사이에 커튼을 설치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세세한 보완을 추진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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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부담이 가능한 참석자는 인근 평택에 호텔 방을 예약하고 셔틀을 운행하였다.
외국 학자들을 위한 현장 견학과 동반 가족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도 제공했다.
회의장 준비와 함께 논문 접수, 세션 배정, 초청장 발송, 회비 수납의 업무가 동
시에 추진되어 매우 바빴다. 파일 전송이 안 되던 시절이라 논문을 팩스로 받아 다
시 타이핑해서 인쇄본으로 만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들었다. 일이 본격적으로 진
행되면서 연구원 직원 10여 명을 학회에 파견받아 운영하고 임시 직원을 고용하
였다. 사무국을 내 연구실에서 별관 세미나실로 옮기고 안성 현지에서 최종 점검
을 하고 회장과 차기 회장 선출, 1996년 학회 장소 등 대의원회 안건을 구상했다.
1993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1차 학술대회가 안성 농업지도자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농산물 무역 개혁과 아시아 농업 및 애그리비즈니스(Agricultural
Trade Reform and the Future of Asian Agriculture and Agribusiness)’ 주
제 아래 분과 주제는 ‘아시아 농업의 농업 무역과 정책 개혁(Agricultural trade
and Policy reform in Asian agriculture)’, ‘아시아 쌀 산업과 타 작목 경제의
생산성, 경쟁력과 향후 전망(Productivity, competitiveness, and prospects
of the Asian Rice and non-rice economics)’, ‘아시아 농업의 자원,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Resource, Environment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sian agriculture)’, ‘아시아 농산물 유통과 농업 관련 산업 체제의 발전 가
능성(Developmental potential of Asian agricultural marketing and
agribusiness systems)’, 아시아 농촌의 변화와 농민단체의 역할(Changing
Asian rural societies and the role of farmers organizations)’이었다. 특별
세션 주제는 ‘아시아 사회주의국의 농업 개혁’과 ‘한국의 농업과 농업 무역 개혁’
이었다. 전체적으로 5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중에서 7편은 초청 논문, 46
편은 공모 논문, 6편은 특별 세션 논문이었다.
학회 기간 중인 8월 11일 제1차 ASAE 대의원회가 열렸다. 주요 결정 사항으로
2차 학술대회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며 잠정 주제는 ‘아시아 농업의 구조 조
정,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대안(Structural transformation,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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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policy alternative for Asian agriculture)’으로 정했다.
1994년부터 1996년간 ASAE 운영진에는 회장 김동희, 차기 회장은 인도네시아
바할샤(Sjarifudin Baharsjah), 프로그램 부회장은 일본 가다료헤이, 사무총장
으로는 한국 최양부 박사를 선임하였다. 고문은 일본 하야미, 인도 비야스, 말레
이시아 아지즈(U. Aziz), 중국 얀 박사를 위촉하고 이사에 김동희, 바할샤, 가다,
최양부, 온찬, 싱 박사를 선임하였다. 기타 사항으로 상설사무국을 한국에 두며,
동남아농업경제학회(The South-East Asian Society of Agricultural
Economists)와 공동으로 학회지를 발간할 것과 1996년 학회에서 회비 조정한
다는 것, 그리고 학술대회 보고서를 조속히 발간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1996년까지 한국 84명을 비롯한 세계 22개국에서 225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농협중앙회, 일본 JA 전중(全中) 등 6개 기관이 기관회원으로 참여했다. 개인 회
원 중 1천 달러 이상을 납부한 회원 6명은 평생회원으로 등록되었다.

<표 4-1> 아시아농업경제학회 국별 회원 수, 1995년 8월 31일 현재
국가

회원

국가

회원

국가

16 Mexico

회원

국가

Australia

4 India

Bangladesh

2 Indonesia

Canada

1 Iran

China

9 Japan

41 Pakistan

1 USA

Germany

2 Korea

74 Philippines

9 Vietnam

Hungary

1 Malaysia

10 Sri Lanka

2 합계

회원

1 Taiwan

3

3 Mongolia

1 Thailand

7

2 Netherlands

1 UK

1
20
1
212

1993년 안성 학술대회에서 제2차 아시아농업경제학회 학술대회는 인도네시
아에서 1996년 개최하기로 했다. 사무총장 최양부 박사가 청와대 농림해양수석
으로 재직 중이어서 나는 사무차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했다. 1995년에는 농협,
축협, 유통공사, 농진공을 대상으로 국내 기관회비 모금에 주력하는 한편 9월에
인도네시아 발리 학회개최 예정지를 방문했다. 일본의 가다 박사와 인도네시아
딜론 박사가 함께 갔고 새로 선임된 인도네시아 농업경제학회 베두 아망(Bed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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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ng) 회장과 학회 임원들이 동행했다. 해안에 있는 ‘카르티카 플라자’ 호텔은
‘웅우라라이’ 국제공항에서 가까운 쿠타시에 있다. 쾌적한 숙소와 회의 시설이 모
두의 마음에 들었다.
1996년 5월 일본의 가다 박사와 인도네시아 딜론 박사를 서울로 초청하여 김
동희 회장과 최양부 사무총장과 함께 이사회를 개최하고 저널 발간, 회원 모집,
인도네시아 조직위원회와 협조 방안을 토의했다. 1996년 6월 20일부터 23일까
지는 일본 교토에서 학술대회 준비 회의가 열렸다.
제2차 학술대회가 1996년 8월 6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
었다. 전체 주제는 ‘21세기를 향한 아시아 농업의 방향’, 분과 주제는 ‘무역자유
화와 정부의 역할 변화, 지속가능한 농업과 자원보전, 상업적 농업, 기술혁신, 농
업 관련 기구, 구조조정과 농촌변화: 농지제도, 농업노동 및 농기업의 역할’이었
다. 19개국에서 265명의 회원과 가족이 참가하였다. 세계농업경제학회(IAAE)
회장인 톰슨(R. Thompson) 박사, 멜러(J.W. Mellor) 교수, 티머(P. Timmer)
교수 등과 인도네시아 정부 측 주요 인사가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김동희 학회장,
박상우 농경연 원장, 김호탁 한국농업경제학회장 등 17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농
경연에서는 박상우 원장이 전체 회의 기조연설을 하고, 김용택·박성재·김석현
박사가 논문을 발표했다. 기조연설에서 인쇄된 발표문을 연설이 끝나고 배포했
는데 이유를 물으니 자료를 미리 주면 듣는 데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도네
시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였는데 수긍이 갔다.
학회 기간에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인도네시아의 농업경제학회장 아망(B.
Amang) 박사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사진에 차기 회장 비아스, 전임 회장 김동
희, 부회장 딜론과 가다, 사무총장 최양부, 학회지 편집인 발리사칸을 선임하였
다. 사무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두고 내가 사무차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제3차 학술대회는 인도에서 1999년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1996년 8월 8일 아망 회장이 주재한 이사회에서 OECD 회원국 회원의 회비는
3년에 50달러, 기타 국가는 30달러로, 기관회비는 연간 최소 200달러로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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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7년 4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사회 참석자는 학회장인
인도네시아 아망(B. Amang) 박사와 딜론(H. Dillon) 박사, 인도 비야스(V.
Vyas) 박사, 일본 가다(R. Kada) 교수, 태국 온찬(T. Onchan) 박사, 필리핀 발
리사칸(A. Balisacan) 박사와 나를 포함해서 7명이었다. 회의의 주요 결과는 회
원 수 확대를 위해서 인적 교류 및 ASAE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과 학회
소개 자료 배포 방안이 논의되었다. 기관회원 및 평생회원 수 확대 방안도 구체적
으로 논의되었다. 학술 저널 편집 방침은 학술적 논문과 정책 논문을 수록하여 학
자와 행정가의 접근 가능성을 제고키로 하였다. 학회지는 1996년과 동일하게
1,000부를 인쇄하고 500부에 대해서는 회장이 배포 책임을 맡기로 했다. 제3차
학술대회는 인도에서 개최키로 하고 지원 금액을 논의했다.
1997년 4월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학회 이사회가 학회장인 아망 인도
네시아 조달청(National Logistics Agency: BULOG) 처장이 초청으로 개최되
어 딜론, 가다, 비아스, 온찬, 발리사칸 박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사회 참석자들은
4월 8일 대통령 관저에서 수하르토 대통령을 면담할 기회를 얻었다. 수하르토 대
통령은 물관리를 비롯한 농업 관련 대화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보였다.
ASAE 임원들이 수하르토 대통령과 농촌문제를 주제로 환담을 하고 나오니 기자
회견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기자들의 열띤 취재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
1997년 8월에는 김동희 전임 회장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개최
된 세계농업경제학회에 참석하여 ASAE 이사회를 주관하였다. 결정된 주요 사항
은 다음과 같다. ‘세계농업경제학회 임원 후보로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학자를
추천하기로 하고 이사회에서 인도의 파리크(Parikh) 박사와 중국의 커빙쉥(Ke
Bingsheng) 박사를 추천하여 이사로 선출되도록 했다. 아시아농업경제학회의
관련 정보를 회원이 없거나 수가 적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국가로 전파하여 회원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북미·유럽·호주의 국
별책임자(Country Representative)를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기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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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항으로 기관회원 및 평생회원 수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는데 일본은 전
농 외 2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학술지 편집 방침
은 순수 학술적 논문과 정책 관련 논문을 조화있게 수록하여 학자와 정책담당자
접근 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하자고 제안했다. 다음 학술대회는 1999년 10월 중
인도 자이프르(Jaipur)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빈곤 퇴치. 식량안보-아시아
관점(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Poverty Alleviation, and
the Food Security: the Asian Perspective)’을 주제로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
다. 세계은행(World Bank) 소액지원프로그램(Small Grants Program)을 지원
요청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관에도 후원을 신청하기로 논의했다.

아시아농업경제학회(ASAE) 제4차 학술대회가 2002년 8월 20일부터 22일까
지 말레이시아 케다주 알로르 세타르(Alor Setar)시에서 개최되었다. 학회의 대
주제는 ‘세계화에 따라 아시아 농업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New Challenges
Facing Asian Agriculture under Globalization)’이었다. 한국에서는 농경연에
서 최세균, 김창길 박사, 서울대 최영찬 교수, 전남대 박준근 교수가 참석하였는
데, 전체적으로는 14개국 117명이 참가하였다.
학술대회는 말레이시아 우타라 대학(University Utara Malaysia) 경제연구
소(INSPECK), 말레이시아 농업경제학회(MAEA)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말레
이시아 농무부와 케다주 정부가 후원하였다. 말레이시아의 학술대회조직위원회
회장인 술라이만 박사 등 교수들과 대학원 학생들은 학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다. 학회 장소는 알로세타의 중심에 위치한 홀리데이 빌라 호텔
이었다. 농협연수원에서 개최한 한국에서의 제1차 학술대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회가 호텔 시설에서 개최되었다.
학회 첫날 오전의 전체회의에서는 인도의 비야스 ASAE 회장 및 헤들리
(Headley) 전(前) 세계농업경제학회장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비야스 회장은 “아
시아 개도국의 농업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농지와 물이라는 양대 자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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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을 정지시키는 것과 농업종사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하
였다. 헤들리 전 회장은 “도하 라운드는 UR과 다른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상
기시키고, 농업발전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시각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가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결론지었다. 오후 전체회의에서는 인
도 아차랴 교수의 ‘아시아의 식량문제’, 말레이시아 아샤드 교수의 ‘농업과 정보
통신기술’, 일본 가다 교수의 ‘농업성장과 환경’, 최양부 박사의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표가 있었다. 신유통 체계를 중심으로 아시아 농업경제학자들이 직
면한 새로운 도전을 밝힌 최양부 박사의 논문은 학회 기간 내내 인용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분과회의로써 말레이시아 농업과 개별 연구자들의 논문
발표가 이루어져 약 50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셋째 날 오후에는 종
합토론이 전체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폐회하였다. 첫날 저녁에는 개회식이
열려 말레이시아 다툭 농무부 장관이 커다란 징을 울려 학술대회 시작을 공식적
으로 선언하였다. 개회식은 저녁 식사를 곁들인 말레이시아 민속춤과 노래공연
으로 이어졌다. 낮 동안 전체회의를 마치고 저녁에 개회식을 하는 것이 그곳 관습
이라는 설명이 있어 저녁 식사를 개회식이라 칭한 데 대한 궁금증은 해소되었다.
공식 석상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는 이슬람교의 전통에 따라 식사 시간 내내 묽은
오렌지주스와 물만 공급되어 일부 참가자의 불만을 샀다.
둘째 날 오후에는 현지 견학을 갔다. 모든 참가자와 가족들이 대학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케다주의 직업훈련소가 있는 시크(Sik) 지역으로 갔다. 잘 닦여진 고
속도로를 40분 정도 달리다가 산악지대의 국도를 30분 더 달린 후 목적지에 도착
하였다. 우선 준비된 점심을 먹고 주변을 둘러본 다음 소장의 설명을 들었다. 농
촌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 직업학교는 주변 농가 청소년들에게 농외취
업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직장을 알선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농업발
전 분야에 밝은 일본의 하야미 교수도 논평을 통해 “농외취업 촉진을 통한 빈곤
해소의 모범적 사례”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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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방문한 플랜테이션은 태국과의 국경에 인접한 과수원이었다. 접경지역
에 반공(反共) 이주 마을을 조성하고 마을주민을 국가 소유 플랜테이션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적접(敵接) 전시(展示) 보안(保安)마을’들이 눈에 띄었다. 정부가 소
유한 농지에서 인근 농촌거주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다. 나
무에서 갓 수확한 열대과일을 푸짐하게 늘어놓고 권하는 현지인들의 얼굴에는 정
이 가득하였다. 멍게같이 생긴 람부탄, 감자같이 생긴 두쿠과 새끼 바나나를 푸짐
하게 늘어놓고 먹고 남은 것은 봉투에 담아 주었다. 1개이던 플랜테이션이 7개로
늘어나 과일 가격이 폭락했는데 가공 기술이 없어서 속수무책(束手無策)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8월 21일 열린 대의원회에는 12개국 84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5명당 대의원
1명을 배분했는데 6명 미만인 국가는 모두 1명의 대의원을 참석시키게 되었다.
나는 현황 보고와 회의록 작성 업무를 맡았다. 신임회장에는 일본 하야미 교수가
취임하였고, 차기 회장에는 말레이시아 술라이만 교수가 선임되었다. 최양부 사
무총장과 박준근 감사는 유임되었다. 2003년에 개최될 제5차 학술대회는 이란
으로 결정되었다. 이란에서는 12명의 많은 인원이 제4차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열심히 활동하며 다음 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다.
학술대회 운영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예를 들면 등록비를 접수할 때 학회
비를 같이 받지 않아서 학회비 징수율이 저조했다. 논문별 지정토론자가 없고 발
표와 토론 시간이 지나치게 짧았다. 만찬 시간에 장관이 늦게 와서 참석자들이 40
분씩 그냥 앉아서 기다렸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예비 프로그램이 아쉬웠다. 말레
이시아 방문을 통해 한류(韓流)는 열풍 수준임을 새삼 알게 되었고, 월드컵 이후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 TV에서 우리나라
연속극이 방영되고, 우리 축구선수 이름을 줄줄이 꿰며, 친구가 한국 자동차를 가
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말레이시아인들이었다.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쿠알라룸푸르 공항의 시설과 말레이시아 석유공
사 쌍둥이 빌딩에서 현대적인 국가로 탈바꿈하려는 용틀임이 느껴졌다. 말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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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과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가 혼재하는 다양성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숙제로 남았다. 엄청
난 빌딩의 화려한 쇼핑가와 점심을 손으로 먹고 물에 씻는 대조적인 모습은 약간
혼란스러웠다.
아시아농업경제학회 사무국 일을 통해서 가깝게 지낸 일본의 가다료헤이 교수
와 인도네시아의 딜론 박사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 남기고 싶다. 가다 교수는 일
본 교토대 교수를 역임했고 일본 농업경제학자로는 드물게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학자 중에서 영어가 자유로운 편이라 국제 활
동이 많았고 많은 자리에서 나와 마주쳤다. 내가 위스콘신대에 유학 중 어떤 미국
교수가 나에게 “언제 다시 왔냐?”라고 물어 의아했는데 나를 가다 교수로 착각한
것이었다. 그 뒤에 가다 교수가 안식년으로 위스콘신주립대에서 체류하게 되어
처음으로 만났다. 그 후 아시아농업경제학회 일을 같이했고 일본 농림수산정책
연구소(PRIMAFF)와 교류할 때나 국제식량농업기구(FAO) 회의에서도 만났다.
내가 목포대학에 재직 중 연구사업 때문에 교토를 방문하면서 다시 만났고, 그것
이 계기가 되어 2014년 그가 객원 교수로 있던 일본 지구환경학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Nature: RIHN)에 체류할 수 있었
다. 그는 ‘마음을 털어놓지 않는 일본인’,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인’ 같은 말과는 아
주 다른 일본인이다.
딜론은 머리에 터번을 두른 시크파 모슬렘이다. 스스로 ‘시크교도 중 인도네시
아 최고위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할아버지 때 인도에서 인도네시아
로 이민한 그는 미국 코넬대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시아농업경
제학회 인도네시아 학회를 전후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다. 1998년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태평양식량포럼(Pacific Food Outlook Forum)에서 조
우(遭遇)했다. 회의 석상에서 긴장하지 않고 천연스럽게 발언을 이어가는 그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긴장하지 말고 즐겨라(Relax and Enjoy Yourself)!”라고 대
답했다. 이는 지금까지 내게 도움이 되는 현명한 조언 중의 하나이다. 그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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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 정변(政變) 후 인도네시아 인권단체 일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
한국 사례’를 연구하러 한국에 다녀간 적이 있다. 그는 얼마 전 고인이 되었다.

3.2. 국제농업무역연구컨소시엄(IATRC) 활동
국제농업무역연구컨소시엄(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 IATRC)은 1980년 미국 농업경제학자들의 연구 모임으로 출범하
여 31개국 학자, 공무원, 연구원 등 약 2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응용경
제학회이다. 보고서와 학회지를 발간하며 매년 연말에 연례 학술대회, 하기(夏期)
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나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 안식년으로 체류할 때 섬
너(Dan Sumner) 교수가 IATRC 학회장을 맡게 되면서 1998년 연례 학술대회
부터 2000년 하기 심포지엄까지 참석할 기회를 얻었다.
1998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트 비치에서 열
린 IATRC 연차 학술대회 주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농산물 무역정책에 대한
함축성(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Implications for Agricultural
Trade Policy)’이었다. 나는 ‘한국 TRQ(Tariff Rate Quota: 관세율 쿼터) 관리
의 후생적 효과(Welfare Implications of TRQ Management in Korea)’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 학회에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형식보다는 내용, 체면 치
레보다는 실질을 중시하고 그 결과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었다.
트위튼(Luther Tweeten), 톰슨(Bob Thompson), 조슬링(Tim Josling), 슈
미츠(Andy Schmitz) 같은 원로 학자들이 후학들의 발표를 열심히 듣고, 메모하
고 질문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청(Economic Research
Service: ERS)은 30명의 연구원이 참석하여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기관을
홍보하는 데에도 열심이었다. 논문은 대부분이 일반균형(CGE) 모델을 이용한 계
량분석 결과였다.

128

❙

1999년 5월에는 IATRC 섬너 회장에게 농경연 강정일 원장의 추천서를 첨부
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이 되었고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캘리포
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하계 심포지엄 ‘중국의 농산물 무역 및 정책: 이
슈, 분석, 국제적 영향(China's Agricultural Trade and Policy: Issues,
Analysis, and Global Consequences)’에 참석하였다. 12월 12일부터 14일
까지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연차 학술대회 ‘국제무역의 패
턴(Explaining Patterns of International Trade)’에 참석했다. 2000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국제식품교역과 소비자의 품
질 선호(Global Food Trade & Consumer Demand for Quality)’라는 주제
로 열린 하계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2008년 1월 7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연차 학술대회의 주제는 ‘국제
경제에서 노동시장(Labor Markets in a Global Economy)’이었는데 나는 오
찬 연설자로 초청되었다. 연설 전 25분 정도 식사를 하고 주최 측 소개로 연단에
올라서 “오찬 연설은 생애 처음입니다. 만찬 연설은 해봤지만(I have never
made a luncheon speech in my life. But I made some dinner speeches)”
하고 말을 시작하자 사방에서 웃음이 나오고 청중의 눈길이 내게 모이는 것을 느
꼈다. 나는 ‘미국 안식년 시절 IATRC 참여 경험과 귀국 후 농업통상정책관 활동,
한국 농업의 실정과 개방형 통상 국가 목표의 어려움, 한국 농정, 한미 FTA 이슈,
농경연 소개, 여름 학회 준비 상황’을 말하여 좌중의 관심을 끌었다. 연설이 끝나
고 단상에서 내려오자 뉴욕 타임스 기자가 농촌 총각의 외국인 결혼에 대해서 커
다란 흥미를 나타냈다. “상황이 어느 정도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한국을 방
문하면 그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쏟아냈다.
2008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IATRC 2008년 심포지엄의 주제는 ‘세계화와 도농 격차(Globalization and
the Rural-Urban Divide)’였는데 농경연, 서울대학교, 오리건 주립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농경연은 설립 3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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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했다. 나는 공동주최 기관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기조 발표를 했다.

“세계화는 시장, 정보,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 간 격차,
국가 내 중심 도시와 주변 도시,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
니다. 도농 간 소득격차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발전 격차는 농어촌지역의 과
도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가져와 지역 및 계층 간 갈등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시장 경쟁의 심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어야 성장할 수 있
습니다. 세계화 속에서 농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방법을 찾는 것이 이번
학회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농촌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기지, 사람들의 여가와 레저 수요를 충
족시키는 어메니티 자원을 가진 곳, 자연과 생태환경 가치, 그리고 문화와 전통을
가진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들이 농촌의 경쟁력이며, 세계화 속에서 농촌을 부각
할 수 있는 요소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
적인 것’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각국의 농촌이 도시와 격차를 극복하고 농촌 주
민들의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하며, 농촌 거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도 쾌적한
주거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3.3. 세계농업경제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gricultural
Economists: IAAE) 참여
1997년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제23회 세계농업경제학회가 미국 캘리포니
아 새크라멘토에서 열렸다. 6주제 38세션에서 111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별도로
포스터 145편이 전시되었다. 72개국에서 762명의 회원이 참가했는데 주최국인
미국에서 282명, 일본 49명, 독일 48명, 영국 42명, 캐나다 27명, 이탈리아 24
명, 프랑스 23명 등이었다. 아시아국 참여는 방글라데시(2), 중국(5), 타이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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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22), 인도네시아(9), 말레이시아(1), 네팔(2), 파키스탄(2), 필리핀(5), 태국
(1)이었다. 한국은 김동희 교수, 농경연의 이재옥 박사 등이 참석했다. 나는 27개
분과가 동시에 진행된 미니심포지엄 중 ‘농촌의 비농업적 활동’ 분과에서 논문
‘한국의 농어촌발전대책 중 비농업 활동 장려: 복합산업화, 2차·3차 산업 진흥’을
발표했다. 발표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RNFA(농촌 비농업 활동)는 빈곤 퇴치의 유효한 수단이지만 어느 정도의 농업
발전 및 농촌지역 인프라 투자와 병행되어야 한다. 농촌 공업단지 형태를 선호하
는 정책팀도 있지만 낙수(落穗)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비해당 지역은 빈곤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장은 거대한 항구 주
변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RNFA가 저조하고 농외소득도 낮
았다.
WTO 출범 이후 농업정책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생산비 절감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강구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농의 농외소득을 제고시키기 위한 RNFA 촉진 프로
그램이 도입되고 있다. 농정의 기본 방향은 전업농의 소득을 제고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유통과 가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전업농 소득과
연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RNFA는 소농에도 장려되는데, 이는 농지를 대농이
이용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자원 제약이 심한 한국 농업에서 RNFA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도시 및 자본 중심 산업화 전략을 추구하는 한국에서 RNFA 장려 정책은 어려운
점이 많다. 추타와 리돔(Chuta and Liedholm)이 말한 것처럼 ‘농촌 비농업 부
문은 농업성장 패턴에 좌우되지만, 농촌 비농업 부문은 농업 발전의 경로와 속도
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국의 농업정책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RNFA와 고용촉진 정책은 더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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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에서 톰슨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농촌 빈곤 문제해결은 농업만으로
는 불가능하다. 세계 식량안보는 식량 가용성 확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국가
식량안보는 적정가격의 문제이며 세계적으로 농산물 증산 가능지역은 구소련과
남미”라고 말했다. 당시 미국 농무부 차관은 축사에서 “미국은 자유무역을 지속
적으로 추구한다. 우리의 미래는 연구개발(R&D)에 있으며 유전자변형 농산물
(GMO) 안전성이 입증되면 교역 자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논문 대부분을 일관(一貫)하는 주제는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핵심이다’였다. 제한된 경지면적으로 세계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을 지속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이외에
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발표 논문을 배포하지 않고, 인
터넷 주소를 안내함으로써 정보화를 이용하여 회의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학회의
특색이었다.
세계농업경제학회 대의원회는 8월 11일과 14일에 열렸다. 임원 선출에서 회
장에 캐나다의 헤들리(Douglas Hedley) 박사, 차기 회장에 독일의 폰 브라운
(Joachim von Braun) 박사, 부회장에 인도의 핑갈리(Pingali) 박사, 사무국장
에 미국 암브러스터(Walt Armbruster) 박사가 선임되었다. 제24회 세계농업경
제학회는 2000년 독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003년 개최 예정인 제25회 학회
는 중국 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개최 후보지로 결정되었다.

4. 타 기관과의 국제협력 사업
4.1. KOICA 공적 원조(ODA) 남미·아프리카 사업 평가
콜롬비아 농촌지역빈곤퇴치사업 실시협의 조사(Rural Development for
Vulnerable and Poor People)사업 (500만 달러/ 36개월)에 나는 KOIC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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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원조 사업 심사, 평가, 조사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원조사업
의 형성, KOICA 업무의 진행, 남미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농촌 실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KOICA 사업 첫 출장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농촌진흥청 출신 원예전문가 목일진·장한익 박사와 함께 남미 콜롬비아에 다녀
왔다. 수도인 보고타와 사업 예정지역을 방문하고 사업 방향을 모색했다. 사업은
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MARD)의 지휘를 받아 농업농촌개발청(INCODER)
이 주관할 예정이었다. 출장을 준비하면서 FAO 통계, 미국 CIA가 발간한 국가개
황, KOICA의 사전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방문 예정 기관에 보낼 전문가 질문서를 만들어 보내고 출장팀 사전 회의를 위
해 KOICA에 갔다. 2010년 11월에 작성된 ‘사업추진 타당성 조사보고서’에는
“새마을운동을 위한 마을회관 건립은 한계가 있다. 콜롬비아는 지형적 특성상 마
을이 모여 있지 않고 주택이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작목반 구성, 주산단지 확대,
시장 차별화를 통한 소득 제고가 바람직하다”라고 서술되어 있었다. ‘새마을운
동’ 방식의 적용에 ‘마을’ 공동체 개념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부각되어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미국 애틀랜타까지 14시간 걸리고 8시간 대기 후 다시 콜롬비아
보고타까지 6시간을 날아갔다. 보고타 공항에 내리니 비가 오고 서늘한 날씨였
다. 호텔 방에 난방이 없어서 전기담요 생각이 간절했다. 아침에 일어나니 약간
어지러워서 알아보니 해발고도가 2천 6백m라는 말을 들었다. KOICA 보고타 사
무소에 가서 사업 개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사업은 콜롬비아 농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사업추진을 위해 스위스 초콜릿 기업과 접촉 중이다”라고 했
다. 소장은 콜롬비아가 커피와 초콜릿을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농업농촌개발부를 방문하여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현지 정부의 견해를 들었
다. 현지 안내 겸 통역은 영어, 스페인어, 불어까지 유창한 발렌시아(Diana
Valencia) 양이 맡았다. 회의 도중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예고 없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콜롬비아 정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사업
이 성사되면 UNDP가 주관할 예정인 세사르(Cesar)주 사업, 농업농촌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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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DER)과 추진할 빈곤 퇴치 시범 사업, 농촌 빈곤 관련 정부 역량 강화로 구
성된다. 장관은 “농지는 개발 대상이기보다는 평화의 수단이고, 농촌개발과 빈곤
퇴치도 평화를 위한 것이다. 토지상환법은 내전(內戰) 희생자에게 일방적으로 유
리한 법이다. 인구 4천 5백만 명 중 2천만 명이 빈곤층이고 400만 명이 극빈층이
다. 농촌의 빈곤 인구가 도시로 몰려와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새 농촌개
발법은 원주민과 흑인의 빈곤 퇴치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빈곤 퇴치 사업
에 기대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농업농촌개발청(INCODER)을 방문했는데 이 기관은 1958년 농촌개발 관련
4개 기관이 통합하여 발족했으며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고 지방 조직이 있다
고 했다. 농촌개발청이 제안한 사업에 조사단이 평가 및 수정 방향을 제시해야 한
다. 사업은 코르도바의 해안지역, 수마파즈 지역, 커피 지역 등 5개 군에 거주하
는 농촌주민 1천 2백 명을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현지 출장은 수마파즈 지역에 먼저 갔다. 매연이 심한 보고타 시내를 1시간 정
도 달린 후 니나호수 방향으로 가는데 운전기사가 내비게이션도 없는 차를 운전
하고 잘도 찾아가는 것이 이색적이었다. 4곳의 농장을 방문했는데 농업농촌개발
청 지방 조직에서 현지 안내를 맡았다. 주(州) 농무부 장관과 농업농촌개발청 주
재관이 브리핑하고 많은 농어민이 참석하여 사업에 대한 큰 관심을 느낄 수 있었
다. 지방에서는 경찰의 호위를 받기도 했으며, 지역 TV와 인터뷰를 하고 방문 내
용이 지역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농민들은 토마토, 블랙베리, 양파, 감자, 글루빠(패션프루트의 일종)를 재배하
는데 “정부의 지원으로 토지는 확보하였으나 영농에 필요한 자금, 자재, 기술 등
의 지원이 필요하다. 수확 후 기술과 장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콜롬비아 현지에서 농촌개발의 장애 요인은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었다.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철조망을 친 목장에서 조방적으로 축산업을 경
영하고 소농들은 농업농촌개발청에서 분배받은 토지를 자영하거나 임대하여 빈
곤 상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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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타고 코르도바주 해안지역으로 가니 해발 고도가 낮아서 기온이 섭씨
30도로 치솟았다. 기온이 위도보다 고도에 좌우되었다. 도로에 다니는 차는 거의
없었고, 길 양쪽으로 목장의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곳 농어민의 요구는
‘시설과 장비의 지원, 재배·어로작업 기술지도, 생산물 판매지원’이었다. 또 다른
사업 예정지인 ‘커피 지역’의 농원은 커피의 역사, 재배기술 및 가공과정, 유통방
식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농촌 관광농원이었는데 지역 농민에게 계절적 고용기회
를 제공하고 있었다. 친환경 기술로 방제함에도 불구하고 병충해 피해가 심했고
재배기술은 높은 편이지만 산악지형이라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었다. 수확량에
따라 일당을 계산하는데 커피콩을 자루에 담아 매고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는 것은
중노동이었다. 기후변화와 병충해, 그리고 가격폭락으로 커피농장들은 대체 작
목을 모색 중이었다.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농업농촌개발부 로페즈(Lopez) 차관
은 농업 현장과 농촌개발 사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농민과 활발히 대화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KOICA 보고타 송창훈 지사장에게서 정부 소유인 아르헨티나 야따마우까 2만
2천 ha 토지를 관리한 경험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1979년 애물단지로 전락한
토지의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주관으로 아르헨티나 현지에 조사하러 가는
길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는데 마침 10·26 사태가 발생해서 되돌아왔다
고 했다. 농경연 (故)김성호 박사가 아르헨티나 농무관으로 토지 매입과 관련이
있었다. 송 지사장 주재로 KOICA 사무실에서 관계기관 최종회의가 열렸다. 발
표와 토론 후 지사장은 아래와 같이 마무리 지었다.
“콜롬비아는 농촌지역의 빈곤 퇴치와 평화 정착을 위하여 농촌개발과 농가소
득 증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법률개정을 통하여 토지개혁, 농촌소득 강
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농업농촌개발부와 농촌개발청은 한국의 농촌개발 모
델을 자국에 접목시키고자 한다.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조사단은 콜롬비아 측
과 UNDP 측의 농업개발제안서를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제안내용을 조정
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KOICA는 세부추진계획을 받아 검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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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농업농촌개발부와 농촌개발청이 추진하되 사업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
검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고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었다.
처음으로 간 KOICA 출장과 첫 남미 여행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고 비는
무시로 내려 적응이 어려웠다. 보고타시(市)는 교통 체증과 매연이 심해 돌아다니
기가 힘들었다. ‘개도국 지위 유지’를 궁리하다 돌연 ‘원조공여국’ 대표단이 되어
개도국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변신도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았다. 스페인어
를 할 수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UNDP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콜롬비아는 빈곤도 문제지만 지역·소득계층 간 격차가 가장 큰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 퇴치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할 수
있었다.

KOICA의 우간다 농가공전략 수립 사전 타당성 조사(Agroprocessing and
Marketing Strategy) 업무(500만 달러/6년)를 하기 위해 2012년 3월 17일부
터 24일까지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 우석대학교 조문구 교수와 우간다 출장을
다녀왔다. 아프리카 국가로 출장 가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황열병 예방접
종이었다. 국립의료원에 전화로 문의하니 “출국 10일 전에 맞아야 하는데 제일
이른 날짜가 3월 15일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라고 했다. “출국이 3월 17일이
니 안 되겠다”라고 하니 인천검역소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인천검역소에 전
화하니 여권과 수입인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다음 날 인천항에 있는 검역소에
갔다. “3일 동안 술과 사우나를 금합니다. 열날 수 있고 20만분의 1 확률로 뇌막
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니 2022년까지 유효한 접종 증명서를 주
었다. 나중에 보니 우간다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어느 나라건 입국할 때 황열병 접
종 증명서를 보자고 하는 곳은 없었다. 오후에 얼굴이 좀 후끈거렸는데 자고 나니
개운해졌다.
에미레이트 항공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에서 환승하고 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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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엔테베 공항으로 향했다. 영화 ‘엔테베 작전’으로 익숙한 이름이었다. 옆자리
승객이 보는 자료를 힐끗 보니 세계은행 우간다 사무소에서 작성한 ‘정부 평가와
위험성 행렬(Governance Assessment & Risk Matrix)’이라는 자료였는데 ‘농
업자문위원회(NAADS)의 부패와 폐쇄 후 재개’라는 말이 있었다. 관심이 가서 물
어보니 “농업자문위원회가 2007년에 저급 종자 및 가축을 보급한 사건이 적발되
어 폐쇄되었다가 다음 해 다시 업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 그에게 어디 근
무하는지 물으니 런던 보건의료 컨설팅회사 컨설턴트인 영국인인데 두바이에 거
주하며 우간다에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 중이라고 하였다. 그에게서 우간다에 대
한 다양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엔테베 공항에 도착하여 50달러를 내고 도착 비자를 받았다. 공항에 나온
KOICA 인턴 직원이 “공항 출영은 처음이에요”라고 해서 “우리도 우간다는 처음
이에요”라고 응수하며 모두 웃었다. 낡은 미니버스에는 에어컨이 없었다. 공항을
나서자 바로 비포장 황톳길이 나오고 빅토리아 호수가 보였다. 캄팔라 시내까지
38km의 길은 교통 체증이 심했다. 처음 보는 아프리카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셔터를 눌렀다. 1시간 30분 걸려서 호텔에 도착했다. 언덕 위의 멋진 건물
그리고 그 앞의 정원과 황톳길이 평화롭게 보였다.
저녁 식사를 하러 호텔 근처 식당에 갔다. KOICA 하윤빈 부소장은 콩고 근무
를 끝내고 6개월 만에 자원하여 우간다에 와서 주재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다는데
“우간다가 콩고보다 살기가 50배 낫다”라고 했다. 호텔로 돌아오니 정원에 풀벌
레, 맹꽁이 등 온갖 자연의 소리가 들렸다. 방문까지 따라온 조문구 교수가 “원장
님께 드릴 게 있는데요” 하더니 한국에서 가져온 생수 2병을 주었다. “여기까지
물을 들고 와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배려에 감동했다.
“이 사업은 급히 진행되는 사업이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음 날 우간다 농림부와 연석회의 전에 우리 측 담당자가 일러주었다. 현지 방문은
3일 동안 유가공공장, 도축장 및 가축경매시장, 주스 공장, 제분공장, 재래시장,
지방제분소 등을 돌아보는 일정이었다. 사미어(Sameer, Ltd.)라는 유가공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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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유와 요구르트를 생산해서 국내·외 시장에 판매한다. 농가조합원이 착유와
냉각 후 중간집하장에서 냉장 차량으로 운송해온다.
수도 캄팔라의 도축장 2개소를 방문했다. 한 곳은 1960년대 설립했는데 농가
가 가축을 직접 운송해오면 도축하여 호텔 등에 판매한다. 자체 냉장·숙성시설과
판매장을 보유하고 최소한의 위생시설을 갖추었다. 다른 도축장은 우간다 최대
규모라는데 위생시설이 전무(全無)했다. 좁은 방에서 가축을 한 마리씩 도축하여
분해하는 재래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주변에 커다란 새들이 몰려와서 어수
선했다.
자카나(Jakana)라는 1994년에 설립된 주스 공장을 방문했는데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을 가공하여 과즙 음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농민에게서 원료를 구
입하여 1일 1천 ℓ를 생산하여 캄팔라지역에 판매한다. 무간조(Muganjo) 제분
공장은 35년 전에 설립되었다. 우간다산 옥수수, 기장, 쌀, 대두와 아르헨티나 및
스페인산 밀을 제분한다. 생산량의 15%를 수출하는데 대상국은 르완다, 브룬디,
콩고, 수단, 영국이다. 부산물과 생선을 혼합하여 가축 사료도 생산하고 있었다.
우간다 동부지역 농촌에서 지역 지도소와 제분공장을 방문했다. 주요 재배작
물은 수수, 옥수수, 쌀인데 쌀은 물 부족으로 재배에 어려움이 많았다. 제분기는
쌀, 기장, 옥수수용 1대씩인데 수확기 홍수(洪水) 출하를 조절하기 위한 저장시설
이 필요했다. 귀로에 잠시 들른 농촌 마을은 1,200명이 거주하는 큰 마을인데 호
당 1.2ha의 농지에서 쌀과 옥수수를 재배하여 공동소유 도정 시설에서 가공하여
수집상에 판매하고 있었다.
산지 폐기율을 줄이고 농산물 해외수입을 줄이려면 농가공 산업 발전은 필수적
이었다. 그러나 농민과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사업의 조속한 출범에
관심이 컸다. 그러나 기본적 통계가 부족하고 기획과 경영 역량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소규모 저장 및 가공시
설을 도입하는 시범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다. 도축 부산물을 이용
하여 퇴비 및 액비를 생산하는 시설도 해볼 만한 사업이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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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초 조사, 전략 수립, 관련 인력의 역량개발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조사팀은 최종적으로 “농가공전략 수립사업은 1단계로 기초조사 및 역량개발
위주로 추진하고, 2단계로 농가공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
을 내렸다. 그리고 농가공 시범사업은 옥수수 제분과 유가공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역량개발은 직업훈련원 및 농업지도자 연수사업에 농가공 분야가 포함되도
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더운 날씨에 낡은 미니버스를 타고 다니는 현장 이동은 쉽지 않았다. 공무원들
도 전문성이나 열성이 높아 보이지 않았다. 주(駐)우간다 한국대사는 아버지가 우
간다에 근무할 때 우간다에서 초등학교에 다닌 인연이 있었다고 해서 흥미로웠
다. 낡은 기관총을 들고 현관 밖에 서 있는 순박한 얼굴의 호텔 경비원은 이름이
조지였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들이 말라리아에 걸려 병원에 가려고 친구에
게서 돋을 빌렸다고 하였다. 사정이 딱해서 지갑 속의 우간다 돈을 다 털어주었
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보여서 밥 한 끼 먹는 것과 샤워 한 번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KOICA에서 페루 꾸스코지역 개발사업으로 지은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질
문을 해서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고 자문을 했더니 현지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는 말을 들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페루 농촌개발사업 타당성 조사(Integrated
Peasant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건으로 2014년 2월 22일부터
3월 9일까지 페루에 가게 되었다. 건대 김정주 명예교수와 동행했다.
KOICA 페루 사무소에서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조사단의 임무는
페루 농촌진흥청(AGRO-RURAL)이 작성한 제안서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페루
농과대학, NGO, 농업 관련 단체, 국제기구와의 토론을 통해 사업형성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다. 페루 농촌진흥청은 농업관개부 산하 정부 기관으로 시에라
지대 빈곤 해소 및 자원 보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 일본, 이탈리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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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공여국 및 세계은행(WB),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농촌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많은 기관이다. 페루 농촌진흥청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청장은 “안
데스산맥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빈곤 퇴치, 사막화 방지를 위한 프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수자원 공동 운영과 공동체 기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페루 농촌진흥청의 농촌개발 대상지역인 마투카나(Matucana)군 와로치
(Huarochi)읍을 방문하여 군수, 관계 공무원, 농민과 면담했다. 읍은 1천 2백 가
구 5천 명이 살고 있는데 농가인구 비율이 50%였다. 해발 2천 4백 m에서 젖소,
염소젖 및 생치즈, 화훼, 감자, 아보카도, 바나나가 주요 작물이다. 마투카나군
(郡)에서는 페루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농민역량 강화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여성
인 루아드라도(Rosa V. Luadrado) 군수는 군(郡)이 급경사 산간지대로 농경지
가 부족하여 계단식 농경지 확보와 물관리 문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리마에서 페루 농촌진흥청의 마투카나 사업 세부내용 설명을 들었다. 가족농
을 대상으로 한 빈곤퇴치 사업의 목표는 마투카나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다. 사업 수혜대상은 마투카나주 내
140농가로써 농촌진흥청은 농업관개부와 함께 고유 동물유전자 보존, 천연자원
개발, 종자공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페루 농촌진흥청이 KOICA에 지원을
요청한 내용은 농업 생산·가공·유통 전문가 파견, 경운기 등 농작업 기계 지원,
프로젝트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구축인데 액수로는 400만 달러였다.
쿠스코주 코라모 마을의 KOICA 원조사업으로 건설된 감자전분 공장 실태를
파악하고 후속 조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쿠스꼬 지역을 방문했다. 창밖으로 보
이는 안데스산맥의 봉우리는 눈으로 덮여 있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춰 선회하
니 붉은 기와를 얹은 건물이 차분히 자리 잡은 옛 잉카제국의 수도 쿠스꼬가 눈에
들어왔다. 사업 현장인 코라오 마을 대표는 총회에서 가공 공장 부지가 있는 토지
사용권자에 주정부를 포함시키고 토지사용권을 2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코라오
마을, 산세바스티안 군청, 주정부, KOICA 간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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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무는 마을 세사르(Paulo Cesar) 부회장과 지역대학 루에다(Percy Rueda)
교수가 담당하고 안데스 특산물인 퀴노아, 티위 차, 밀, 옥수수, 보리, 도토리를
가공할 계획이었다. 산세바스티안 군청이 주정부가 참여할 양도면적에 대한 측
량을 진행 중이며, 쿠스코 주정부는 약 50만 달러 규모의 안데스 산지 곡물 종합
개발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 중인데 동 프로젝트에 KOICA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전분 가공공장 프로젝트가 소생할 가능성이 보였다.
미니버스를 타고 깜깜한 밤에 좁은 길을 달려 호텔에 도착했다. 체크인하고 멀
리 떨어진 방까지 찾아가는데 숨이 가빴다. 고산지대라 산소가 부족하여 안내자
를 따라 쉬엄쉬엄 가는데 계단만 나오면 겁부터 났다. 쿠스꼬를 떠나는 날은 샤워
를 하다가 쓰러질 뻔했다. 현기증과 무력감이 심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아침
을 겨우 먹고 차를 타고 시내를 둘러보는데 경황이 하나도 없었다. 물을 많이 마시
고 비실비실 걷다가 나중에는 서 있는 것도 버거웠다. 리마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
에 갔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났다. 가방을 들고 걸어 올라가는데 조금 남은 체
력이 바닥났다. 비행기를 타고 조금 지나니 언제 그랬든가 싶게 고산병 증세가 사
라지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귀국을 하루 앞두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자료를 보니 페루의 농촌공동체
(Comunidad Campesina: Rural Community)가 새마을운동 방식의 농촌개
발에 활용 가능성이 큰 자생적 조직으로 연구 가치가 있었다. 2012년 센서스 결
과 농촌공동체는 전국에 약 6천 개소가 있는데 약 450만 명이 2만 4천 ha에 살고
있다. 이는 페루 국토의 19%에 해당한다. 농촌공동체당 평균 인구는 741명이고
평균면적은 약 4천 ha이다. 농촌공동체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며 식량 공급
및 교육을 위한 공동체인데 국토의 생태·문화적 다양성을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과거 인디언 공동체가 원주민 공동체로 변화하여 농촌공동체로 발전한 것
이다. 농촌공동체는 페루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새마을운동을 농촌공동체의 운
영방식에 접목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올바른 사업 방향일 것 같았다.
마지막 회의에서 내가 KOICA 직원과 페루 공무원들에게 출장 결과를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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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농촌발전모형을 제시하였다. “사업은 대상 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연구, 5
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와 사업 조정, 5개 지역별 5개 마을에 대한 본사업
추진 순(順)으로 한다. 단위 사업은 새마을운동을 기반으로 농업 생산, 생산기반,
부가가치, 가공과 판매, 생활환경 개선을 추구한다. 페루 농촌개발의 성과 목표는
빈곤 퇴치, 삶의 질 개선, 환경보전, 참여 기관 종사자의 역량개발에 둔다.”
탄자니아 모로고로 농촌종합개발사업 종료 평가(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rogram in Morogoro) 업무 차 2014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아프리카 탄
자니아에 다녀왔다. 한국농촌공사에서 2010년부터 3년간 시행한 450만 달러 규
모의 모로고로주 농촌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출장이었다. 코이카에서 출장 준비
회의가 있었다. 동행할 협성대 지역개발학과 조영국 교수를 만나니 이런 종류의
출장이 처음이라 하면서 1991년까지 농경연에 다녔다고 한다. 내가 유학에서 돌
아오던 해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고서는 제가 쓰겠습니다”라고 하길래 “같이 쓰
는 거지요”라고 말했다.
농촌공사 해외기술처 사업 시행 책임자는 사업하는 3년 동안 탄자니아에 머물
렀다고 한다.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토지소유권 분쟁이 일
어나 어려움을 겪었다. 개발된 땅을 중앙정부에서 민간 업체에 팔아 그들이 소유
권을 주장하자 경작하던 주민들이 반발했고 정부가 나서서 분쟁은 거의 해결되었
다고 하였다. 축구장 60개 넓이의 농토를 개간해서 농사도 2년 정도 지어 옥수수
를 분배했다. 수원지 마을의 반발은 해결이 안 되어 물을 덜 쓰는 옥수수를 택했고
식수 문제는 소규모 우물 개발로 해결했다고 한다.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자 사업
책임자는 “의사소통이지요. 본사, 코이카, 중앙정부, 지방정부, 마을 주민과의 의
사소통에 날이 샜어요”라고 답했다.
탄자니아 모로고로 도청에서 행정부지사, 도청 및 모로고로 군청 공무원과 사
업종료 평가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부지사는 사업을 시행해준 한국 정부
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사업이 농업생산 증대, 빈곤 해소, 역량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팡가웨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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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표에서 “사업 목표는 농촌 인프라 구축, 농가소득 증대, 탄자니아형 농촌공
동체 개발모형 정립이었으며 사업 요소는 농업, 축산업, 학교 건설, 농업시설 및
공공인프라, 교육훈련이었다”라고 밝혔다.
주요 성과는 “옥수수 재배 농가 영농조직을 구성했으며 염소 지원사업은 성공
했으나 산란계 지원사업은 실패했다. 축산단지 사업은 축사와 사무실을 건설하
고 트랙터와 경운기를 지원했으며 재래종 젖소와 산란계를 지원했다. 재래종 젖
소는 나중에 개량종으로 교환하였으나 산란계는 질병과 불량사료 공급으로 수가
감소했다. 학교는 교원 숙소와 교실, 교무실을 짓고 교육 설비를 공급했다. 인프
라 및 교육훈련은 마을지도자와 지역공무원의 한국 연수와 도로·마을회관 건설
을 시행했다.” 회의 중 참석 공무원을 대상으로 즉석 성과 평가를 해보니 사업성
과 중 높은 평가를 받는 분야는 ‘농업, 학교, 축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도청 측은 남은 과제로 ‘축산 사업의 적절한 관리, 농자재의 관리, 농산물 저장
고 설치, 염분으로 인한 용수 부족 문제해결, 전기 공급’을 제시했다. “이 문제들
은 마을 축산·영농 조직, 코이카와 탄자니아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
붙이고 “물 문제는 수원지 소재 마을과 협상 중이며 금년 내로 원만한 해결을 예
상한다”라고 말했다. 수원지가 소재한 마을에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마을회관에서 이장, 영농회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면담했다. 영농회장은 “옥수
수 농사가 적절한 강우로 풍작을 이루었으며 영농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옥수수 수확 후 저장시설 보완이 필요하고 보유하고 있는 2대의 트랙
터에 부착용 트레일러가 1대뿐이어서 작업에 많은 곤란이 초래됨을 호소하였다.
축산회장은 조합 자금난과 용수(用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금난은
가축 판매를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용수 부족 문제는 관로를 개설 중
이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축산업의 개별 영농 지원은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고 도난 사고가 잦아서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축산센터를 통한
집단적 축산을 경영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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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현장 방문 시 용수·전기 문제 외에 축산센터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서 보안회사를 고용하여 야간 경비를 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를 조합원이 부
담하고 있으며 트랙터 임(賃)작업을 통해 보충하고 있었다. 가축 절도가 횡행하여
보안회사를 동원한 철야 경비 비용이 축산물 생산비를 가중시키고 있었다. 영농
현장 방문에서 영농조합 회원들은 저수탱크를 옥수수 임시 보관창고로 사용케 한
시행사의 조치에 대해 “환기 문제와 고온으로 저수탱크는 옥수수 저장고로 대용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영농조합원인 농가 2곳을 방문했는데 모두 사업 결과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
“영농조합의 옥수수 농사에 참여하여 분배받은 옥수수 이외에도 개인 경지에 조
합에서 배운 옥수수 재배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량을 높임으로써 높은 소득을 달성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른 농가는 영농조합의 트랙터를 운전하는 젊은 기사
였는데, “팡가웨마을에는 본인을 포함 8명의 25세 내지 35세의 젊은 농민이 있으
며 이들이 농업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을회관에서 조합 간부 및 회계책임자와 함께 영농조합과 축산조합의 회계장
부를 열람하였는데 영농조합은 회계장부가 충실하게 작성되고 있는 반면, 축산
조합은 회계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재정도 위험 수준이었다. 축산조합 간부에게
재정 대책을 문의하니 “영농철에 트랙터 임작업을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
는 설명이 돌아왔다. 고(高) 비용형인 축산센터 유지 여부에 대해 회원들은 개별
축산이 가지는 심각한 가축 도난 위험 때문에 야간 경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더
라도 집단 축산을 선호하며 축산용수 공급, 가축폐수 처리시설 설치, 산란용 계란
수송 수단 및 부화 시설 설치를 건의하였다.
종료평가 관련 최종회의는 조사 마지막 날 모로고로 도청에서 열렸다. 도청 관
계자들은 농촌 인프라 개선, 소득기반 확충, 식량안보 확보, 지식 전수 등의 분야
에 대한 사업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농업 및 생활용수 개
발, 축산폐수 처리시설, 축사와 학교 교실 등 개보수, 농기계 수리에 대한 추가지
원을 원하고 팡가웨마을의 농촌종합개발사업을 모로고로주 다른 마을로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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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원을 희망하였다.
축산조정관 아센가(Assenga) 박사는 “젖소 사육을 위해서는 초지 조성이 필요
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이 추가되어야 하지만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라
고 말했다. 관개(灌漑) 관련 공무원은 “관개시설 설치를 통한 수자원 개발은 식수
난 해결과 농·축산업 용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데 수원지 문제해결과는 별
도로 다른 취수원 확보와 배수관로 설치 등 대안을 검토하였지만, 비용 문제로 진
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한 평가단의 현장 조사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목표대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물 문제는 수원지 마을과의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비용 문제가 남으며,
축산조합은 리더십과 회계 양면에 문제가 있다. 축산센터 운영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주정부가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업 후속 운영에 대한 감독, 모니터링, 평가, 기술지원 등의 책임이 있
으므로 향후 더욱 관심을 둘 것을 기대한다.”
3년 동안 시행한 사업을 며칠 동안 둘러보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사업 시행 후 발생한 추가 투자 소요와 주민의식 문제는 사업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농촌종합개발사업’ 명칭 아래 광범위한 사업들을 시행했
지만, 가시적으로 남은 것은 시설뿐이다. 소득증대 사업은 마을 영농과 축산조직
에 맡겨졌는데 이것이 잘 작동하는 조건은 지도자의 역량과 헌신에 달린 듯했다.
사업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토지와 수원지 관련 분쟁 때
문에 사업효과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용맹스러운 마사이
족 전사가 탄자니아 다레살람 호텔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문제 없
어요(hamna shida)”, “다 잘 될 거예요(hakuna matata)”를 입에 달고 사는 사
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농촌종합개발사업의 범위와 관리 방법은 무엇일까.
해결한 문제보다 훨씬 큰 문제를 마음속에 안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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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암하라주 새마을사업 예비조사(Enabling Role Model Village
through Attitudinal Change of the Community and their Active
Participation on Livelihood Improvement in the Amhara Region,
Ethiopia)를 위해 2016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에티오피아에 다녀왔다.
KOICA와 영남대학교, 경북 구미시가 함께 추진하는 새마을운동 사업의 예비조
사였다. 코이카 전경식 농어촌개발팀장, 외대 국제지역학 박사과정 정인석 씨, 구
미시청 박영하 계장, 영남대 박정희새마을연구원 채영택 실장과 동행했고, 현지
조사는 코이카 에티오피아 도영아 지사장과 남충성 통역이 동행했다.
에티오피아는 113만 km2에 1억 명이 사는 나라다. 바다가 없고 척박한 땅에
농업이 GDP의 41%, 수출의 80%, 노동력의 80%를 차지한다. 수도는 아디스아
바바인데 현지어로 ‘새로운 꽃’이라는 뜻이며 1년은 13개월, 1개월은 30일이고
13월은 5~6일이며 시간도 다르다. 국제선은 국제표준 시간을 쓰지만, 국내선은
출발 예정 시간과 실제 출발 시간 사이에 몇 시간 차이가 난다. 특별한 점은 에티
오피아는 6.25 전쟁 참전국으로써 6천 명을 파병하여 123명이 전사하였다. 300
만 년 전에 살았던 ‘루시’라는 가장 오래된 인류 화석이 발견된 나라이기도 하다.
사람들 모습이나 역사에서 독특한 국가이다.
겨울 방학의 끝 무렵 새 학기를 준비하던 차에 출장을 가게 되어 학교에 ‘공무국
외여행신청서’를 제출하고 코이카에서 관련 자료를 받았다. 일행은 두바이행 비
행기를 타는 탑승구에서 만났는데 박 계장은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
다.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안심시켜주려고 한마디 했
다. 두바이에 내려서 여섯 시간을 대기하고 아디스아바바 행 에티오피아 항공 비
행기에 올랐다.
아디스아바바는 무척 더웠다. 짐 찾는 곳에 도영아 소장이 출영을 나왔는데 본
부 아프리카중남미부장을 역임했다고 한다.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바히르다르에
도착하니 평양 순안비행장 같은 분위기였다. 짐을 찾아 청사 밖으로 나가니 영남
대 새마을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현지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농업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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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한 차를 타고 호텔로 갔다. 대로를 지나 나일강을 건너 깜깜한 비포장 진입로
를 달려 ‘아베이 민치 리조트(Abay Minch Resort)’ 호텔에 도착했다. ‘아베이’
는 강 이름이고 ‘민치’는 ‘수변(水邊) 지역’이라는 뜻이다. 별채로 되어 있는 방갈
로에 들어가서 짐을 풀었다. 열쇠를 돌려서 열고 다시 방안에서 열쇠로 잠그는 고
전적인 문, 높은 천장, 어두운 방 안, 오락가락하는 전기, 이상하게 생긴 샤워 모두
가 정겨운 풍경이었다.
암하라주 농업국에서 테쇼미(Teshome) 국장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렸다. 출장
팀과 현지 과장급 10여 명이 참석했다. 국장은 영남대와 교류 결과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주 내 4개 시범 마을을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부와 동부
각각 2개소인데 서부 미트라하(Mitraha)와 원쳇(Wonchet) 마을은 타나호수 수
변으로 수자원이 풍부하고 쌀, 테프, 맥주맥 등 곡물과 과일, 채소 재배 지역이다.
농업기술과 농산물 가공·유통 교육 수요가 컸다. 동부 세뇨 게베야(Segno
Gebeya) 마을과 쉐파넨(Chefanen) 마을은 건조지대로 작물 재배가 어려워서
양, 염소 등 축산업을 하고 있으며 농외소득 증가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세부 사업은 농민의 의식개혁, 작물 및 가축 생산성 향상, 토마토 등 농산물 가
공사업, 상업농 전환, 조림사업과 자연환경 보전이었다. 국장은 “KOICA 지원금
은 암하라주 농촌개발사업을 시작하는 종잣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주정부는 전
문인력을 지원하고 각 마을도 자재와 기술인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기계화
비율을 30%로 제고시키는 사업과 연계시키고 군별 농촌발전계획을 수립 중이
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암하라주는 인구 2천만 명이고 면적이 한국의 1.7배에 해당한다. 청(靑)나일강
의 시발점인 타나호수의 수자원과 토지 및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고대 유적지 등
관광 자원도 풍부하다. 주지사와 농업국장이 영남대학교의 새마을 연수 경험이
있고 이를 암하라 주민 역량개발에 적용하여 지역 및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있었
다. 각 마을에는 농민조직이 있고 농촌개발·협동조합·축산 지도사가 지정되어
있어 새마을운동 추진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주정부 농업국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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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훈련원 3개소가 지도사와 농민 교육을 감당하고 있어 활용 가능성이 높았다.
비포장길을 달려 마을 현지 조사를 시작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주민이 나와서
우리를 맞았다. 미트라하(Mitraha) 마을은 북(北)곤더(N. Gonder)군 워레다
(Gonder Zuria Woreda)면에 있다. 해발 1,800m 고지대의 타나호 변에 자리
잡은 인구 9천 5백 명의 마을이다. 쌀과 수산물을 생산하며 조합원 1,200명의 농
업협동조합이 있다. 수자원 활용을 위한 관개시설과 전기 공급, 교량 건설, 마을
진입로 포장이 필요하고 작물 병해 방제와 제초가 중요한 과제였다. 이장은 “마을
이 보유한 자연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한다.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전수한다면 마을 발전을 위해 합심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원쳇(Wonchet) 마을은 남(南)곤더군 소재인데 해발 1,800m의 평야 지대이
다. 사라파(Desalin Sarafa) 이장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여 후세들에게
발전된 마을을 물려주고 싶다”라고 했다. 청년회 대표는 비료, 종자, 농법 개선을
통해 옥수수와 조 생산량이 지난 3년간 2배로 증가했으며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
해 노력 중임을 밝혔다. 당면 과제는 생활 및 농업용수 해결을 위한 지하수와 강물
활용 방안, 마을 진입로 및 교량 건설, 전기 보급, 청소년 실업문제, 개량된 가축
보급을 들었다. 마을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대화한 결과 마을지도자의 사업추진
과 발전 의지가 높고 청소년 등 인적 자원이 풍부했다. 개발단과 협동조합, 부녀
회, 청년회 등 조직이 있어서 동기부여만 있으면 발전의 가능성은 컸다.
암하라주의 농업 관련 기관 몇 군데를 방문했다. 첫 행선지는 암하라주 농업연
구소(Amhara Regional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ARARI)였다. 연
구소는 2000년에 설립되었는데 연구직 378명이 기술개발과 전문가 교육을 담당
하고 있다. 다양한 작목에 대한 연구사업 결과 신품종을 개발하여 농업국 지도과
를 통해 보급했다. 지역에 적합한 소규모 농작업기를 개발한 실적이 풍부하며 연
구소장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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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하라주 워레타(Woreta) 농업기술훈련원은 1990년부터 농업개발지도사훈
련과 농민 교육을 담당한다. 협동조합, 가축 생산, 가축위생, 작물생산, 자연자원,
관개 및 수자원 등 6개 학과에 1,17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33명의 전담 강사
가 재직 중이며 강의실, 실험실, 도서관 등 교육시설과 기숙사, 실험농장을 보유
하고 있다. 암하라주에 직업훈련원은 3개소가 있으며 2009년 개설된 농업개발
지도사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2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장을 받기 위해
서는 현장실무 1년을 포함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후 2년간 근
무해야 한다. 시설 보완의 필요성은 있지만, 지역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활용
도가 높은 기관이다. 농업국과 협의하여 새마을 교육 추가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동조합진흥원(The Amhara Regional Cooperative Promotion Agency)
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본부와 지역사무소가 있다.
협동조합지도사는 감사업무, 수출을 포함한 농산물 유통과 리더십 교육을 담당
한다. 암하라주에는 약 1만 3천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330만 명의 조합원이
있다. 협동조합은 농업 생산, 농산물 유통, 소농, 주택, 광업, 관개 등 22개 분야가
있다. 협동조합 지도사가 3개 마을을 담당하며 마을 단위 기초 협동조합은 협동
조합 연합을 구성한다. 연합조합은 유통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협동조합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는 빈곤한 농민들은 조합비를 납부하기 어렵
고, 자본금이 부족하여 상품구매가 어렵고, 창고시설도 부족하고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진흥원에서 면담한 간부들은
협동조합이 처한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국 새마을운동의 경험에서 교훈
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에티오피아 암하라주 축산진흥원(Livestock Development and Promotion
Agency)은 가축과 내수면 어류에 대한 위생, 지도, 자재공급을 담당하며 지소(支
所)를 두고 있다. 암하라주의 7천 명에 달하는 축산지도사는 가축 위생 및 질병 관
리, 축산 기술지도, 축산 자재공급을 담당한다. 축산업 소득 제고를 추구하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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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식 지원도 업무 중 하나다.
암하라주의 환경과 농민조직, 지원기구를 볼 때 새마을운동이 도입될 환경은
충분해 보였다. 암하라 주지사는 “새마을운동은 이미 암하라주 정부 정책의 일부
로 자리 잡았고 주정부는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하며 출장팀
에게 확신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새마을운동은 ‘유신 시대 박정
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위로부터의’ 운동이었는데 민도(民
度)와 국민성이 다른 에티오피아에서 ‘근면·자조·협동’을 강조하고 일부 금전적
지원을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귀로에 아디스아바바에 들렀을 때 관계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방
문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관계자는 이미
다녀갔다고 했다. 아프리카 각국의 영남대 새마을정책 과정 수료자들이 중요한
직책에 있어서 이를 조직화하여 새마을운동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들렸
다. 이는 2016년 상반기 이야기인데 지금 상황은 잘 알 수 없다.
에티오피아에서 본 잊지 못할 장면 몇 가지가 있었다. 우선 길 한가운데 죽어 누
워 있는 말의 모습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현지인에게서 설명을 들었지
만 믿고 싶지 않아서 옮기지 않는다. 앞발 한쪽을 주인에게 잡혀 세 발로 절둑거리
며 끌려가는 새끼 염소도 자주 보았다. 목줄 같은 것은 없었다. 뙤약볕 황토밭에
서 노는 어린이의 까만 맨발도 마음이 찡한 장면이었다. 출장팀이 에티오피아 바
히르다르에 와있는 KOICA 봉사단을 만찬에 초청했더니 젊은 한국 여성 두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 특수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IT 기술자가 이 지역에
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제일 어려운 점이 뭔가요?”라고 물었더니 “길에서
해코지 당하는 거요. 돌 던지는 아이도 있어요”라고 한다. 할 말을 잃었다.
상기 에티오피아 출장과 관련된 사업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언론 보
도가 있어서 여기에 소개한다.

구미시(시장 남유진)와 영남대학교(총장 노석균)는 4월 18일 국제통상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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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계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티오피아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협력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구미시에서는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새마을운동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
으며, 스리랑카 등 10개국에 10억 7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개발도상국 주민의 삶
의 질 향상과 세계 빈곤퇴치의 실천 모델로 평가되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위
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력사업은 구미시와 영남대학교(박정희새마을연구원)가 공동으로 개발
도상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에티오피아를
거점으로 구미시는 에티오피아의 새마을운동 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
며, 영남대학교는 에티오피아 새마을운동 공유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운영프로
그램 개발,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파견 및 시범 마을 운영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남유진 구미시장과 최외출 영남대학교 부총장(박정희새마을연
구원장)이 참석하여, 새마을 교육을 기반으로 지구촌 빈곤을 개선하고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확산 보급하고자 협력사
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미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자 대한
민국 압축 성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산업도시이며, 새마을운동 종주 도시인 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협력사업에 솔선할 필요가 있으며, 구미시와 영남대가 공동으
로 추진하는 에티오피아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은 빈곤 퇴치와 개발도
상국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 장소로 활용하여, 새마을운동을 한자
리에서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속의 새마을운동의 허브 공간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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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아태농업정책(Asia-Pacific Agricultural Policy: APAP) 포럼 워크숍
APAP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의 농업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각국의 농업·농촌개발을 추구하는 네트워크 연합체로 2002년 설립되었다. 제5
차 APAP 포럼이 2006년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열
렸다. APAP 포럼은 FAO 한국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대학교가 공동 주
최하고, 농림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했다. 포럼에는 이상무 APAP 포럼 이사
장, 필리핀 발리사칸 포럼 사무국장, 일본의 마츠시타, 니노미야 박사 등 12개국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은 식품 체계의 발전과 농축수산식품산업, 농
업 협상과 아·태 농정, 과수산업의 발전과 전망, 농어업 농어촌 부문 IT 개발과 활
용방안의 분과에서 논문이 발표되고 토론이 이어졌다.
나는 개막식에서 ‘한국 농업의 장기 변화 전망과 농정 방향(Long-term Changes
and Prospects for Korean Agriculture and Directions for Farm Policy)’
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 태평양 농정이 마주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식품
이 공급될 것인가. 농업을 경영할 농업인이 부족하지 않는가. 농업인의 소득은 도
시근로자와 형평을 이룰 것인가. 농지는 작목별로 합리적으로 이용될 것인가. 급
증하는 고령농업인 대책은 무엇인가. 국토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촌이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세금에 의존하는 농정은 지속가능한가.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의 농정 방향은 식생활이 서구화된 소비자의 기대를
충복하고 효율성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에 대응하여 교섭력을 발휘토록 농민을 조
직화하고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갖추는 것. 농업을 경영할 후계자를 포함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 국내 농산물 생산과 소비 간의 질적(質的) 및 양적(量的) 괴
리를 해소하는 것. 선진국형 농정을 구현하기 위한 농업구조조정· 농촌 주민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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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및 비농업과의 격차 해소 등이다.”

2015년 7월 14일 열린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농업정책 포럼에 참여하여 다음
과 같은 내용의 지정 토론을 했다. “한국 농업이 직면한 문제는 고령화, 기후변화,
도농 격차이다.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의 농업도 이러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한
국 농업에서 이러한 문제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 농정은 이러
한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3. 기타 기관과의 국제협력(FFTC, APO, PFO)
2010년 4월 22일 아태 식량비료기술센터(Food and Fertilizer Technology
Center: FFTC)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The FFTC 40th Anniversary
Symposium/ 20th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TAC) Meeting)에 초
청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농업에 대한 세계화의 도전(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on agriculture in the Asian and Pacific(ASPAC) region)’
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세계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러한 추세가 아
태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보려고 했다. 발표 자료의 요지는 다음
과 같다.

경제 측면의 세계화는 국경 장벽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아태(ASPAC)지역
의 세계화는 서구(西歐) 열강의 진출에 뒤이은 일본, 미국,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궤도(詭道)를 같이한다. 아시아 각국의 경제적 세계화 정도는 낮은 편이다. 이 지
역에서 농업 부문의 세계화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해외직
접투자(FDI), 국제 식품기업의 등장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세계화의 기본 성
격이 국경 장벽을 낮추는 데에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는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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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화는 국가 주권(主權)의 영역을 침범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세계화의 추세를 거스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사전(事前)·사후(事後)에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
고 산업 구조조정 수단을 추구한다. 각국 정부의 농업인 보상 체계와 농업 구조조
정을 추구하면서 농촌 활력을 유지하고 식량안보를 달성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 긴요하다.

초청을 받고 학교 강의 때문에 망설였지만, 중간시험 일정과 겹쳐서 수업 보강
없이 다녀올 수 있었다. 자료 수집과 원고 작성으로 바쁘게 보내고 파워포인트 초
안을 만들어 현지에서 마무리했다. 발표날 아침까지 원고와 슬라이드를 고치고
시간을 재며 읽어 보고 몇 번 반복해서 준비했다. 과거 FFTC에 근무한 농협중앙
회 김용덕 상무와 이효겸 FFTC 주재원, 농촌진흥청에서 대만 열대원예연구소에
파견 중인 연구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숙소는 타이베이시 ‘복화국제문교회
관(Howard Civil Service International House)’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
문화회관 또는 공무원연수원 같은 곳이었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근처
‘호텔 에덴 제네바’이나 교토대 객원 숙소에 버금갈 정도로 작은 방이었다.
현장 견학은 고속철을 타고 타이중(臺中)으로 갔다. 고속철은 우리나라 무궁화
호같이 차 안이 큼직했다. 2명, 3명이 앉는 의자는 전후좌우가 널찍하고 방향을
돌릴 수도 있어서 역방향 좌석이 없었다. 프랑스 ‘테제베’를 들여온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신칸센’ 스타일이라고 하였다. FFTC 리 젠추안 소장과 합석하여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945년생인데 수산학 전공으로 농림부에 들어가 농업
생산, 유통과 통상 협상 분야까지 섭렵했다. 농업부 차관만 11년을 지내는 동안
장관 6명을 모셨다.” 기차 여행 중 필리핀 농림부 차관, 필리핀 농진청장, 생물종
다양성기구 아시아지소장과 환담을 했다.
다이중 역에 내리니 행정원 농업위원회 농업시험소 직원이 마중을 나왔다. 약
20분 달려서 농업시험소로 가니 널찍하고 경관이 좋았다. 토양연구소 부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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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후에 농업시험소 내 경제연구소를 포함한 10여 개 연구소 현황을 담은 동
영상을 약 15분에 걸쳐 보여주었다. 현장 견학은 토양박물관으로 갔다. 바위가
흙이 되는 과정과 토양의 모든 것을 포용하여 분해하는 최종적인 정화 기능을 정
교하게 보여주는 전시장에서 자연 순환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시험소
는 농업을 사회과학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자연과학 및 농학과 함께 접근하는
것이 현실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아시아생산성본부(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APO)와의 인연은
1992년 10월 17일 강의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에서 개최된 ‘경제환경 변화에 따
른 농업 구조조정 세미나’에서 ‘아시아의 농업 무역 및 가격정책 평가(An
Assessment of Trade and Price Policies in Agriculture in Asian
Countries)’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강의 요지는 ‘농업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농
업정책의 근거, 정책분석 방법, 후생경제학의 기본 개념 같은 이론적 접근 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농산물 가격의 주요 기능, 농업 무역 및 가격정책의 정의와
목적, 농산물 가격정책의 수단, 국내 지지가격의 결정 방식, 농산물 가격정책의
효과, 정부개입 정도의 측정 방법’을 설명했다. 아시아 각국의 농산물 가격정책
사례는 참가국인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
카, 태국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설명했다.
아시아생산성본부(APO)에서 주관하여 2001년 9월 23일 필리핀 마닐라시에
서 열린 ‘농촌의 비농업적 고용기회(Non-Farm Employment Opportunities
in Rural Areas)’ 세미나에서 ‘농촌 비농업적 고용정책수단(Policies and
Measures for Promoting Rural Non-farm Employment)’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강의 자료는 1997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개최된
제23회 세계농업경제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업데이트해서 작성했다. ‘농촌비
농업활동(Rural Non-Farm Activities: RNFA)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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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FA(Rural Non-Farm Activities)는 농업인의 피고용 임금과 제조업, 상
업, 기타 자영업 소득을 얻는 활동을 의미한다. RNFA의 수요는 농촌 주민의 소득
욕구와 비농업 및 해외 부문에서 발생하며 공급은 노동집약도, 노동생산성, 자본
생산성과 관련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는 RNFA가 농업과 연계된 단계, 라
틴아메리카는 복합적 단계, 동아시아는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단계이다.
RNFA는 농촌개발과 빈곤 퇴치의 만병통치약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빈곤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개발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은
거주지와 생산지가 넓은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투자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그 결과 산업단지 형태의 공업화가 추구되는데
이는 농촌 주민의 빈곤 퇴치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WTO 체제의 확립과 함께
농정에서 ‘규모의 경제’ 추구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와 함께 소농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RNFA 강화가 정책입안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98년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태평양식량전망
(Pacific Food Outlook: PFO)에 참석했다. PFO는 호주와 일본이 주도하여
1980년 창립한 태평양경제협력협의회(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PECC)의 농업·식량 분과이다. PFO 의장은 브루킨스(Carol Brookins) 여사이
고 간사는 세계농업경제학회장을 역임한 톰슨(Robert Thompson) 박사였다.
PFO는 회원국이 모여서 식량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모아 연차보고서를 발
간한다.
대만 회의에는 주최 측 임원 외에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청 코일(Bill Coyle) 박
사와 덴발리(Mark Denbaly) 박사,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Research
Center for Rural Economy: RCRE) 커빙쉥(柯柄生) 소장, 인도네시아 딜론
(H.S. Dillon) 박사 등 17개국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 간 회의와는 달리 부드러
운 분위기 속에서 브루킨스 의장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치와 경제의 전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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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고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하게 여겼다. 그는
“한국에 적용한 IMF의 정책수단은 옳지 않지만, 한국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인민을 생각할 때 아태지역의 21세기 농
정 방향은 ‘동북아 식량안보’이다”라는 발언도 하였다. 아태지역이나 동북아를
생각할 때 불확실성과 잠재성을 동시에 가지는 국가가 북한이다. 또한 “소비자가
사는 것은 농산물이 아니고 영양, 신뢰, 안전성, 편의성이다. 이렇게 농산물 수요
구조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변수를 공동으로 추정하는 협업이 중
요하다”라고 말했다.
각국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도록 하여 부담스러웠지
만, 분위기가 우호적이고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좋아하게 되었으며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는 훈련 기회도 되었다. 아시아농업경제학회(ASAE)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인도네시아 딜론 박사는 회의 진행과 영어 발표에 대해 평생 잊지 못할 조
언을 해주었다.
1998년 안식년 휴직 기간 미국에 체류할 때 워싱턴의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청
(ERS)에서 코일 박사를 만나 도쿄에서 열릴 다음 PFO에 참석할 수 있겠냐는 문
의를 받고 좋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초청장이 오고 자료를 준비하여 1999년
PFO 회의에 참석했다. 톰슨 박사(Bob Thompson), 브루킨스(Carole Brookins)
의장, 암브러스터(Walter Armbruster) 회장, ERS의 코일(Bill Coyle) 박사와
덴발리(Mark Denbaly) 박사, 인도네시아 딜론(H.S. Dillon) 박사 등 전년도 참
석자와 일본의 하야미(Yujiro Hayami) 교수, 헤미(Kenzo Hemmi) 교수, 혼마
(Honma) 교수 등과 만나 회의를 하고 환담을 할 기회가 있었다. 도쿄 오쿠라호
텔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호텔 로비에 경복궁 모형이 있고 정원에 한국 불탑이 있
어서 일제 강점기와 무슨 연관이 있는 곳인가 생각했다. ‘태평양 식량전망’ 각년
도에 수록된 한국 식량전망 요지는 다음과 같다.

PFO 1998 한국 경제는 IMF 프로그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 있으며 고(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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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고(高)물가, 부(負)의 성장을 겪고 있다. 경제 구조조정은 기업과 금융기
관 개혁 방향과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
다. 한국 거시경제의 현 상황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식품 관련 변수를 포함한 경제
변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가격 상승과 실업 및 불경기로 인한 소득
감소 때문에 식품 수요는 감소 추세이다. 농업 부문 중 수입 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생산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8년 8월 정부는 농정 개혁과
제를 논의하기 위해 3개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쌀 자급률 제고, 농식품 유
통 개선, 친환경 농업 장려, 농산물 수출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PFO 1999 한국 정부는 여전히 쌀 자급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에
덧붙여 농식품 유통 개선과 친환경 농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
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농업 생산 부문 투융자 규모는 1998년에 비해
2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식품 유통 관련 예산은 77% 증가하였다. 또한 농가
에 대한 보조금은 대부분 이자를 보전하는 융자금으로 전환되었다. 1998년 농어
촌발전대책 7개년 투자 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정부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개년을 대상으로 45조 원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
투자계획은 농식품 유통 개혁, 친환경 농업, 농업 자원의 보존,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999년 5월에 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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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5.1. 농정네트워크 확대의 의의와 필요성
농정네트워크(농정 연구 네트워크)는 농경연이 상대국의 농정 연구기관과 형
성하거나 개별 농정 연구자가 상대편 농정 연구자 또는 농정 연구기관과 맺는 교
류 관계이다. 기관 대 기관의 네트워킹은 협력 협정(MOU)을 맺고 시작하거나 행
사를 공동 주관하다가 공식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네트
워킹의 많은 사례는 국가 간의 직접 교류를 기본으로 하지만 국제기구나 국제 학
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주요 동북아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을 뜻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 3국이 교류할 때는 잠재적인 참여자로 북한을 상정(想定)하는 경우
가 많다. 북한과의 농정 관련 소통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정치 역학 관
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시기상조(時機尙
早)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지리적인 간격을 나날이 줄이고 있다. 지구 반대편의
국가에 있는 지인과도 무료 화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인
터넷망(網)을 통해 대용량 정보를 극히 낮은 비용으로 검색하고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 할 것 없이 대도시 젊은 세대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유사
한 오락거리를 즐기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전력망이 없는 개도국 농촌에서도 무
선전화기는 무척 빠른 속도로 보급되었고 스마트 폰 보급도 급속히 이뤄지고 있
다. 이동전화기는 이미 도시 체류 자녀의 고향 송금이나 농업인의 농업 기술과 유
통 정보 확인에 없어서는 안 될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농정 네트워크 확대는 급변
하는 현실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면서 추진하여야 한다.
‘농정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다양한 미래 가치를 추구하지만, 국책 연구기관의
활동 영역을 국내에서 국제로 확대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크다. 우리 농정의 저변
을 넓힘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립하고 개별 연구자의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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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원활히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류 비용과 정보 검색 비용
이 극히 낮아진 현시대의 농정네트워크는 소통 비용이 많이 들던 과거의 네트워
킹과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농정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서
는 과거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착오(試行錯誤)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

5.2. 농정네트워크 경험과 함축적 의미
농정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직접
적인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은 외국에 농경연의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지
만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국내적으로 예산의 확보가 어렵고 상대국의
인허가(認許可)에도 난관이 많다. 설립 후 대상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
한 인적 자원의 선임과 관리에도 많은 과제가 뒤따르게 된다. 지사 설립보다는 연
구 기관끼리 접촉하여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연구자가 개별 접촉하면서 신뢰
를 쌓아가는 것이 수월한 방법이다. 활용 가능한 다른 방법은 국제기구나 국제 학
회를 통한 교류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농정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매년 세미나
를 개최하는 동북아농정연구포럼(FANEA)은 모범적인 농정 연구 네트워킹 사례
이다. 기존의 참여 기관을 유지하면서 옵서버 형태로 각국의 연구기관 참여를 확
대하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정부 간 농업 협상의 장(場)으로써 국익이 상충하는 자
리이며 농정 연구 교류와는 거리가 있지만, 연구자들이 농업 협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농업 협상 준비와 결과 분석은 농정 연구기관의 역
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분야이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
(WFP),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은 국익의 첨예한 대립보다는 재정 및 기술
협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농정 연구기관과 농정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한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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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본문에서 사례로 든 국제농업무역연구컨소시엄(IATRC)은 미국과 유럽
중심이지만 국제적인 농정 연구 조직이고, 아시아생산성본부(APO), 아태농업신
용협회(APRACA), 아태농정포럼(APAP), 식량비료기술위원회(FFTC)는 아시아
와 태평양 인근 국가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소규모 조직들이므로 접근이 상대적으
로 용이하고 농경연 연구자들이 기여할 여지가 더욱 크다. 농경연의 연구자가 주
도하여 국제학회를 결성한 사례에는 아시아농업경제학회(ASAE)가 있다. 아시아
농업경제학자의 학문 활동과 토론을 지원하는 학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저널을
발간하여 논문 출판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회 활동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농정 네트워킹의 핵심 요소는 내용, 철학, 방식이다. 내용은 농정 연구 결과 중
에서 시간과 공간에 영향 덜 받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론을 형성하고 이를 발전 단
계와 경제 여건이 다른 외국의 경우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쳐
야 한다. 철학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생각할 줄 아는 사고방식
을 말한다. 열등감이나 우월감보다는 ‘학문적 중립성’에 기반을 두고 주어진 주제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 방식은 상대국, 지역, 개인에 관한 관심 및 배려에 기반을
두고 우리나라·선진국·개도국을 대등하게 보는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나의 농정네트워킹 경험에서 중요한 화두(話頭)는 ‘경제 성장과 농업’, ‘시장과
정부’, ‘농촌개발과 농업 및 농촌’이었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선진국과 중진국,
최빈 개도국을 분류하고 이 분포를 ‘누워 있는 세계사’라고 표현한 경제사학자도
있었다. 경제발전 단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거나 중간 상태에 있는 국가와 경제
적 발전을 이미 이룩한 국가들이 상호 교류할 때 ‘낙수(落水) 효과’와 ‘벤치마킹’
을 강조하게 되면 선진국이 개도국을 가르치는 형국이 되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
기 어렵다. 농경연 중국사무소를 설치할 당시 현지 상황이 우리를 받아들일 여건
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핵심 관계자 간의
인간관계와 신뢰가 중요했다. 아울러 설립을 추진할 때 ‘한중 FTA’가 멀지 않았
다는 판단을 한 것도 목표 설정과 명분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 동북아농정 포럼은
3국 농정 연구기관 중 농경연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이는 리더십과 인맥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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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결과였다. 농정네트워크의 모범 사례이므로 양적 확대를 추진함이 바람직
하다. FAO는 식량 농업 분야에서 권위 있는 기관으로써 IFAD나 WFP의 방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면서도 농업 협상의 ‘약육강식(弱肉强食)’ 분위기
와는 다르기 때문에 WTO하 DDA나 FTA 협상 지원을 위한 경험 축적이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 IATRC는 각국의 교수, 연구자, 공무원이 매
년 2회씩 모여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므로 응용경제학적 트레이닝과 인맥 쌓
기에 적합한 네트워크 확대 대상이다. 농경연의 활동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KOICA의 ODA 활동이다. 농업정책, 지역개발, 농촌개발 분야 전문가에 대한 수
요가 많아서 농경연이 인적 자본을 제공하고 지원사업의 파트너로 협업할 수 있
다. 농업기술 분야 전문가들이나 기관과 협력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의 동북아 농정네트워크는 많은 실적이 있지만 확대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농경연이 연구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동북아농정연구
포럼’으로 수렴시키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조정 기능을 발휘한다면 앞으로도 좋
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3. 동북아 국가와 개도국 네트워킹
동북아 국가와 개도국 농정네트워크 확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동
북아 국가는 보통 한·중·일 3국을 의미하므로 연구 결과의 공유나 교류 기회가 다
른 지역에 비해서 많았다. 농업과 농촌의 현실도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이 많아서 교
류가 용이한 편이다. 유사한 점이 많은 만큼 상이한 점도 많은 것을 인정해야 한
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규모가 거대하고 다양한 농업과 소비자를 대상
으로 농정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기술력이나 경제력에 격차가 상
존한다. 이러한 유사점과 상이점을 잘 인식하고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협력할 명
분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네트워킹의 주안점이 될 것이다. 한·중·일 3국은 국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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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국제학회를 통한 간접 교류보다는 직접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
았는데 이 점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개도국은 교육 대상이 아니고 우리 농업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아야 한다. ‘우
리 농정이 개도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따라 농정의 기본 방
향을 점검하고 상대국 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의 결과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확대에 나서야 한다. ‘그럴듯한 것’의 유혹에서 탈피하여 ‘정말 그런 것’을 추구하
여야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각국의 경제성장 전략에서 농업과 농촌의 위
치를 현실에 맞게 설정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다. 개도국과의 농정네트
워크는 국제기구, 국제학회, KOICA 원조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접근을 위주로
하면 더욱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4. 농경연에 주는 시사점
농경연은 국책 농정 연구기관이며 학문적으로는 농업경제학 및 농촌사회학을
주로 응용한다. 타국과의 네트워킹은 농경연 자체의 영역 확대라는 필요성을 충
족하기 위해서 시행하거나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동참할 목적
으로 시행한다. 네트워킹의 소재(素材: 콘텐츠)로는 우리나라나 외국의 사례를 분
석하고 그 결과의 함축성을 활용한다. 어느 경우이거나 개별 연구자의 철학이나
주장은 최소화하고 기관과 국가의 입장을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객
관적인 내용을 상대편의 입장에서 활용하여야 네트워킹의 효과와 지속가능성이
커진다.
과거 우리는 선진국의 농업기술을 배워 우리 농업의 실정에 맞게 응용하는 과
정을 거치면서 기술 발전을 이룩했다. 자연과학인 농업기술과 달리 사회과학인
농정은 인간 및 권력 관계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농정 과정 자체가 국내
정치와 행정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어느 국가에 효과적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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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이 ‘다른 시대’, ‘다른 국가’에서는 작동하지 않거나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나
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개도국 대부분은 자본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과잉 상태인데
자본집약 또는 노동 절약적인 농기계 도입을 권장한다면 부채(負債)와 실업 증가
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개도국의 농정은 개도국 농업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과거’ 어느 시대
의 ‘외국’ 농정이 복제(複製) 대상이나 만병을 고치는 약방문(藥方文)이 될 수 없
다. 따라서 개도국 농정 담당자들에게 ‘문제의 인식’ 방법과 ‘가능한 해결책 조합
(組合)과 그 효과 분석’ 방법을 공유(共有: share)하는 것이 효과적인 네트워킹으
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노하우를 가르친다’라는 자세를 버리고 ‘생각하는 방법’
과 ‘목표 설정과 수단 선택’에 필요한 기법들을 공유한다는 마음가짐을 견지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다. 개도국 공무원이나 학자 스스로가 자국의 현실에 바
탕을 두고 미래 비전을 형성하며 이를 위한 적정 기술을 도입할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농경연이나 연구자는 필요한 지원을 주선하는 것이 네트워킹의 바람직한 방
향이다.
네트워킹은 기관과 개인의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호혜(互惠)적인 결과를 추
구하는 상호 협력 과정이다. 이는 ‘주고받는’ 관계이며 대가 없는 ‘원조(援助)’와
다른 것이다. 농정네트워크 확대는 양적·질적 확대를 포괄한다. 어느 경우에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적 시각에서 교류의 이해득실을 따져야 한다. 기관과 국
가의 이익이 먼저이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개별 연구자의 신망(信望)은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관이건 개인이건 국제 네트워킹은 국
내 네트워킹의 보완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동북아 및 개도국과의 네트
워킹 이전에 국내적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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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FANEA 국제심포지엄(2003~2019) 분야별 발표논문 제목
1.1.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산지유통, 소비지 유통(도매·소매)
❍ “한중일 농촌경제 협력의 선택: 1차 상품 유통조직 혁신.” 우시우웬(길림성
정부 농촌경제정보센터, 제1회)
❍ “일본의 채소수입 동향과 수입채소 유통의 특징.” 고바야시 시게노리(PRIMAFF,
제1회)
❍ “6차산업화의 전개방향과 임무.” 고바야시 시게노리(PRIMAFF, 제8회)
❍ “농산업체인증 농민이익메커니즘 연구-산동성 금향현 마늘산업 사례.” 양시
우핑(IAED/CAAS, 제8회)
❍ “한국의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농가 식품가공.” 국승용(KREI, 제8회)
❍ “한국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김용렬(KREI, 제10회)
❍ “일본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고바야시 시게노리(PRIMAFF, 제10회)
❍ “중국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징리우(IAED/CAAS, 제10회)
❍ “6차 산업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연구.” 키쿠시마 료스케(PRIMAFF,
제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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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량안보·식품수급
❍ “중국의 식량안보 정책과 유통체제 개혁.” 슈사오칭(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제
2회)
❍ “일본의 식량안보 문제와 정책방향.” 마사토 이토(PRIMAFF, 제2회)
❍ “한국의 식량안보 문제와 정책반응.” 임송수(KREI, 제2회)
❍ “중국의 곡물 수급 균형 분석.” 주시강(IAED/CAAS, 제2회)
❍ “2018년 세계 식료수급 전망.” 후루하시 겐(PRIMAFF, 제6회)
❍ “세계 곡물가격 상승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김태훈(KREI, 제6회)
❍ “육제품 가격상승이 중국 식료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왕밍리 (IAED/
CAAS, 제6회)
❍ “도시화와 중국의 식품안보.” 리우 헤이광(IAED/CAAS, 제9회)
❍ “식료품소매점 접근성 분석과 과제.” 테츠로 야쿠시지(PRIMAFF, 제9회)
❍ “기후변화에 대한 곡물생산의 적응.” 징리우(IAED/CAAS, 제9회)

1.3. 농가경제와 소득 문제
❍ “농가계층 변동의 특징과 요인.” 하시즈메 노보루(PRIMAFF, 제1회)
❍ “중국의 농촌빈곤과 빈곤 경감 정책.” 왕상구이(IAED/CAAS, 제3회)
❍ “농촌 불균형.” 싱리(IAED/CAAS, 제3회)
❍ “한국 농업의 구조변화와 양극화 실태.” 김정호(KREI, 제3회)
❍ “한·중·일 농민 소득문제와 정부정책.” 리시엔더(IAED/CAAS,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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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핵심농가경영 안정화제도에 대한 예비연구.” 요시이 쿠니히사(PRIMAFF,
제4회)
❍ “한국 농정의 최근 변화.” 박성재(KREI, 제4회)

1.4. 식품안전: 유전자 변형, 검역
❍ “중국의 농업표준화 개발 현황과 쟁점.” 슈샤오준(중국 농업부, 제2회)
❍ “유전자변형 곡물: 국제 식품체계에의 영향.” 타치카와 마사시(PRIMAFF, 제
2회)
❍ “한국의 식품안전 체계.” 최지현(KREI, 제2회)
❍ “한국의 농식품 안전 정책: 현황과 과제.” 김성우(KREI, 제9회)

1.5. 환경농업: 다원적 기능, 유기농, 지속가능성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와 정책과제.” 고다모토 유키(PRIMAFF, 제
3회)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경제적 조망.” 김창길(KREI, 제3회)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지역개발.” 후즈췐(IAED/CAAS, 제3회)
❍ “농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다카하시 요시푸미(PRIMAFF, 제3회)
❍ “순환경제 메커니즘을 통한 농업의 삼차원적 오염 관리.” 주리즈(IAED/
CAAS,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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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농업기술: 연구개발, 생산성
❍ “한·중·일 간 농업경제 연구방향 설정.” 쑤에구이씨아(IAED/CAAS, 제1회)
❍ “동북아지역 농정연구 협력의 필요성과 과제.” 이동필(KREI, 제1회)
❍ “PRIMAFF 내의 연구협력 활동 개괄.” 치바 오사무(PRIMAFF, 제1회)
❍ “농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기술융합 과제.” 김홍상(KREI, 제10회)

1.7. 농업생산요소: 농지, 용수, 노동력, 농기계, 농자재
❍ “일본 농지이용의 구조적 변화: 차지/대규모화 진행과 농지이용의 후퇴.”
오노 도모야키(PRIMAFF, 제1회)
❍ “일본 농촌사회의 인구문제.” 하시주미 노보루(PRIMAFF, 제3회)
❍ “일본의 산지마을과 고령자 생활.” 아이카와 요시히코(PRIMAFF, 제3회)
❍ “중국의 현행 농지제도: 정립과 평가.” 시아잉(IAED/CAAS, 제4회)
❍ “급등하는 국제 원유가격이 일본의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 평가.” 요시다
타이지(PRIMAFF, 제4회)
❍ “유가급등이 시설원예 경영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 이용선(KREI, 제4회)
❍ “일본 농촌의 연령구조 실태와 요인.” 마쯔히사 쭈토무(PRIMAFF, 제5회)
❍ “한국 농촌 노인의 생산 활동과 관련 변수.” 마상진(KREI, 제5회)
❍ “중국 농촌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쟝쯔웨이(IAED/CAAS, 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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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산물 무역: 수출입, 관세,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 “한·중·일 농업 및 무역정책 분석을 위한 모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리우
샤오허(IAED/CAAS, 제3회)
❍ “동북아 국가의 농업무역 흐름과 쟁점들.” 권오복(KREI, 제2회)
❍ “동북아 농산물 교역문제 연구와 토론.” 리우샤오허(IAED/CAAS, 제2회)
❍ “세계 쇠고기 무역의 구조변화와 영향: Aglink 모형에 의한 시나리오 분석.”
우에바야시 아쓰유키(PRIMAFF, 제2회)
❍ “DDA 이후 한국 농업 전망: 쌀 산업을 중심으로.” 서진교(KREI, 제1회)
❍ “도하 개발 의제 이후 중국의 농업통상.” 리우샤오허(IAED/CAAS, 제1회)
❍ “한·중·일 3개국 역내 농업교역에 관한 연구.” 리우샤오허(IAED/ CAAS, 제
4회)
❍ “협조적 게임이론에 따른 FTA 분석.” 후쿠다 류이치(PRIMAFF, 제4회)
❍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윤식(KREI, 제4회)

1.9. 국제협력: 역내 협력(동북아, APEC), 국제기구(OECD, FAO)
❍ “한·중·일 농업구조 분석: 역내 농업협력 가능성.” 어명근(KREI, 제1회)

1.10. 농촌개발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촌개발.” 유경희(PRIMAFF,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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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도농 간 발전격차 실태.” 박시현(KREI, 제3회)
❍ “도농간 교류 프로그램의 새로운 단계.” 에가와 아키라(PRIMAFF, 제3회)
❍ “중국의 신농촌 건설과 한·일 양국의 농촌발전 경험이 주는 시사점.” 리시엔더
(IAED/CAAS, 제5회)
❍ “중국의 농업·농촌 진흥: 상황, 과제, 정책.” 리시엔더(IAED/CAAS, 제6회)
❍ “일본 소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여행: 농촌사회 부흥 정책.” 스즈무라
겐타로(PRIMAFF, 제6회)
❍ “한국의 농촌지역과 농촌정책.” 김용렬·성주인(KREI, 제6회)
❍ “한국의 농업부문 투융자 현황과 시사점.” 박준기(KREI, 제8회)
❍ “다양한 주체와 연계한 농촌활성화 실태와 과제.” 카츠키 토시타카(PRIMAFF,
제8회)
❍ “중국의 농업지원정책의 변화와 농촌발전.” 리우허광(IAED/CAAS, 제8회)
❍ “재해지역의 농수산업과 농촌 재건.” 유키사토 요시다(PRIMAFF, 제9회)
❍ “한국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김용렬(KREI, 제10회)
❍ “일본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고바야시 시게노리(PRIMAFF, 제10회)
❍ “중국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 리우 징(IAED/CAAS, 제10회)
❍ “지역자원으로서의 땔나무 이용에 대한 평가.” 쿠니이 다이스케(PRIMAFF,
제10회)
❍ “중국농업의 새로운 발전 방식: 개념, 유형, 형성메커니즘과 촉진정책.” 자오
즈쥔(IAED/CAAS, 제10회)
❍ “농촌 공간의 분화와 원격지 농촌 지역의 활성화 방안.” 정도채(KREI, 제11회)
❍ “농촌 활성화를 위한 광역 단체의 현황과 의의.” 유이치 후쿠다(PRIMAFF,
제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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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서부 소수민족 빈곤문제에 관한 연구.” 류 카이유(IAED/CAAS, 제11회)

1.11. 농촌금융과 보험
❍ “한국 농업금융의 현재와 미래.” 정호근(KREI, 제5회)
❍ “중국의 곡물생산 및 위험지역 등급화와 농업보험 정책.” 리싱(IAED/ CAAS,
제5회)
❍ “일본의 농업·농촌 금융 현황.” 하세가와 고세이(PRIMAFF, 제5회)
❍ “작물수입보험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정원호(KREI, 제9회)

1.12. 바이오에너지
❍ “바이오에너지 개발과 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류샤오헤(IAED/ CAAS, 제
5회)
❍ “브라질 바이오에탄올의 대일 수출: 세계 설탕 시장의 계량경제적 시뮬레이
션.” 고이즈미 다쯔지(PRIMAFF, 제5회)
❍ “한국의 바이오 연료 생산 동향과 전망.” 이상민(KREI, 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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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농업정책 평가
❍ “한국의 농업부문 정책평가.” 김미복(KREI, 제11회)
❍ “일본 농촌정책 체계화와 진화.” 노보루 하시즈메(PRIMAFF, 제11회)
❍ “중국 보리산업 정책연구.” 리시엔더(IAED/ CAAS, 제11회)

1.14. 농업·농촌 구조변화
❍ “농민의 차별화와 중국의 농업 서비스 개발.” 치안 징페이(IAED/ CAAS, 제
12회)
❍ “일본 지방의 논밭 경작에 종사하는 대규모 농가의 최근 동향과 특성(홋카이도
지방 제외).” 히라바야시 미츠유키(PRIMAFF, 제12회)
❍ “살림살이 전략으로서 다중경제 활동과 농가 분화 실태.” 유찬희(KREI, 제12회)

1.15. 농산물 마케팅
❍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농산물 마케팅.” 박성진(KREI, 제12회)
❍ “지역 브랜드 제품 마케팅 연구.” 야기 호헤이(PRIMAFF, 제12회)
❍ “중국 농업 무역의 비용과 성장.” 지아 웨이(IAED/ CAAS, 제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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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농촌 활성화
❍ “농업혁신과 청년 농업인.” 마상진(KREI, 제13회)
❍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동 생산성 강화: 주요 농업국가 비교 및 정책 시사
점.” 첸양펜(IAED/ CAAS, 제13회)
❍ “가족농장 경영의 여성 참여: 일본 농임업 인구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사토
마유미 (PRIMAFF, 제13회)
❍ “한국 농촌산업 성장의 지역적 특성.” 정도채(KREI, 제14회)
❍ “마을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 개발 연구.” 징리우(IAED/ CAAS, 제14회)
❍ “농촌 미래를 위한 농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 심재헌(KREI, 제14회)
❍ “농촌 인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아이승렌(IAED/ CAAS, 제14회)
❍ “일본의 지역 농업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조직 간 협업 네트워
크 분석.” 이토 노리코(PRIMAFF, 제14회)

1.17. 농촌복지
❍ “장애인의 농업 참여 증가 및 이의 농촌사회에 대한 영향.” 요시다 유키사토
(PRIMAFF, 제13회)
❍ “농촌지역 공공서비스의 기본적인 공급 관련 관점에서 본 중국 농촌 복지의
분석.” 시아잉(IAED/ CAAS, 제13회)
❍ “농촌노인의 건강과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 안석(KREI, 제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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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ANEA 회원기관 개요
2.1.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
❍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Policy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RIMAFF)는 농림수산성 소속으로 정책에 관한
종합적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2001년 4월에 농업종합
연구소를 개편하여 설립하였음.
- 농림수산정책연구소는 농업경제학, 관련 경제학, 법률학, 사회학 등을 이
용하여 국내외 식료·농림수산업·농산어촌의 동향 및 정책에 관한 조사 연
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성의 정책 기획·입안 등에 필요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연혁
- 1946. 11. 30.

농업종합연구소 설립

- 1959. 11. 10.

본소 신청사·도서관 준공

- 1968. 2.

연수청사 준공

- 1983. 10. 1.

조직 개편으로 3개 지소를 본소로 통합

- 2001. 4. 1.

농림수산정책연구소로 개편

- 2004. 4. 1.

농림수산정세분석센터 설치

- 2008. 11. 1.

정부종합청사 4호관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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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조직도

❍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홈페이지 및 소재지
- 홈페이지: <http://www.maff.go.jp/primaff/index.html>
- 주소: 3-1-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0013, Japan

❍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는 2003년 본원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동북아
농정연구포럼의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2.2.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Institute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Development,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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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D/CAAS)는 1958년에 설립된 중국 최초의 전문 농업경제 및 과학기술
정책 연구의 국가급 과학연구기관임.

❍ 중국 농업경제발전연구소의 주요 연구 분야
- 농업경제 및 과학기술 정책, 지역 발전전략·농기업 투자 및 경영관리 등 분
야의 조사 연구, 각급 정부와 농업기업에 정책 및 정보 지원, 농업정책연구,
행정관리 및 기업경영, 고급인재 육성, 국제협력 및 학술교류, 전문 출판물
간행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중국 농업경제발전연구소의 홈페이지 및 소재지
- 홈페이지: <http://www.caas.cn/en/index.html>
- 주소: 中國 北京市 海淀區 中關村 南大街 12号(중국 북경시 해정구 중관촌
남대가 12호)

❍ 중국 농업경제발전연구소는 2003년 본원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동북아
농정연구포럼의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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