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 성과확산 사업 (KAPEX)

현지연수 및 워크숍 결과보고

2016. 8.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연수총괄
목적
모잠비크 현지에 맞는 농업기술지도의 지방보급을 위한 방법 등을 국내 사례 및
현지 전문가를 통하여 전수하고자 함
모잠비크 현지는 각 지역에서 수도인 마푸토까지 방문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국
가 예산 또는 개인이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 현지 연수를 통하여 농

촌지도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연수개요
일시

총

일 국내 입 출국일 기준

방문기관
한국대사관 마라꽈니 영농지도센터 보아니 농업연구원 등
참석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름
Celstino Pere
Rosario Sanelrame
Ecorrelio Nenwque
Bernardo Penicela
Emoiko Feboi
Doingos Eguamre
Jurdins Mizandy
Ciutic Puly
Fernando Faulo
Filocuzya Baube
Mauro Sercecloqure
Juliaho Macie
Maneel Lewis Senefy
Valdilucur Franseo Dele
Foiule Fofuiye
Gandido Maria Bruno
Joaqeil Arberto Fernando
Meinuldo A Aroujo
Veifolno Garel Opouei
Belaile Haeul
Sergia A Lacujecu
Fain Muele
Jaule Suimeml Enceyul
Joaguim Santory
Beatirig Bata

기관
모잠비크 농업기술 지도국
마라티나 농촌지도소
나마차 농촌지도소
모잠비크 농업기술 지도국
모아니농촌지도소
마푸토 농촌지도소
모잠비크 농업기술 지도국
DASACM
DASACM
모잠비크 농업기술 지도국
마바라인 농촌지도소
마바라인 농촌지도소
마라꽈니 농촌지도소
구오퀴 농촌지도소
호모이니 농촌지도소
보아니 농촌지도소
하싱그 농촌지도소
유에이 농촌지도소
짜이짜이 농촌지도소
모잠비크 농업기술 지도국
가자 농촌지도소
가자 농촌지도소
이냠바느 농촌지도소
모잠비크 농업기술 지도국
모잠비크 농업기술 지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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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기술자
관리자
관리자
기술자
관리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실장
관리자
소장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관리자
지도사
관리자
기술자
지도사
관리자
관리자
기술자
기술자

26
27
28
29
30
31
32

Franciaeco Chavila
Juveueio F. Fegeune
Sifa Assal
Cies Novei
Roger Sitole
Nada Goncalves
Ricardina Mujongo

마톨라 농촌지도소
이냠바느 농촌지도소
식품 의약품 안전청
시나바니 농촌지도소
농업 연구원
농업 연구원
농업 연구원

관리자
관리자
박사
관리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수진행 일정
날짜/시간
7월 27일(수)
09:00-09:30
09:30-09:45
09:45-10:30
10:30-10:50
10:50-13:00
13:00-14:00
14:00-15:30
16:00-17:30
7월 28일(목)
09:00-11:00
11:00-13:00
13:00-14:00
14:00-16:00
16:00-17:00
7월 29일(금)
09:00-11:00
11:00-13:00
13:00-14:00
14:00-16:00
8월 1일(월)
7:30-13:00
13:00-14:00
14:00-16:00
8월 2일(화)
09:00-13:00
13:00-14:00
14:00-16:00
16:00-17:00

세부 일정
입교식 / 오리엔테이션 / 강의
등록 및 연수생 도착
환영사
KAPEX 소개
ATC 투어 및 촬영
[강의 1] In cio Nhancale (DNEA)
모잠비크 농촌지도시스템 현황
환영 오찬
[강의2] 서규선 교수(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농촌개발
[토론1] 액션플랜 팀 구성 및 토론
강의
[강의3] 서규선 교수(한국농수산대학교)
농업인력육성
[강의4] 고순철 교수(협성대학교)
1962년부터 1997년 한국의 농촌지도 시스템
점심
[강의5] 서규선 교수(한국농수산대학교)
농업지도교육의 역할과 분류
[토론2] 강의 전반적인 질문과 농촌지도시스템에 관한 질의응답
강의
[강의6] 고순철 교수(협성대학교)
한국의 농기계 정책 및 현황
[강의7] Dr. Carlos Zandamela(공동연구 단장)
모잠비크 농촌지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점심
[토론3] 액션플랜 토론
현장견학 및 강의
[현장견학 1] 보아니 농업연구소 견학 및 ATC 도착
점심
[강의8] Sergio Mabasso(농업기술지도국)
한국의 초청연수 결과 보고 및 한국 기술 질의응답
Action Plan 수립 및 수료식
[토론4] 액션플랜 토론
점심
수료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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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결과
교과목별 연수
교과목명 (강사명)
모잠비크 농촌지도시스템 현황

일시
7.27 (수)

장소

(In cio Nhancale)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농촌 개발

10:50-13:00
7.27 (수)

(서규선)
농업인력육성

14:00-15:30
7.28 (목)

(서규선)
1962년부터 1997년 한국의

09:00-11:00

ATC
ATC
ATC

7.28 (목)

농촌지도 시스템
(고순철)
농업지도교육의 역할과 분류

7.28 (목)

(서규선)
한국의 농기계 정책 및 현황

14:00-16:00
7.29 (금)

(고순철)
모잠비크 농촌지도시스템 구축을

09:00-11:00

위한 방안
(Carlos Zandamela)
한국의 초청연수 결과 보고 및
한국 기술 질의응답

ATC

11:00-13:00

ATC
ATC

7.29 (금)

ATC

11:00-13:00
8. 1 (월)

ATC

14:00-16:00

(Sergio Mabasso)

현장학습
주제

방문지

농업기술

토론 및
연번

일시
8.1 (월)
07:30-13:00

보아니 농업연구원

수립
주제

발표자

1

모잠비크 농업 청년인력개발

Filocuzya Baube

2

모잠비크 농촌지도사업 확장

Juliaho Macie

3

모잠비크 농촌개발 액션플랜

Filocuzya Ba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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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전문가
(좌장)
서규선
(김종선)
서규선
(김종선)
서규선
(김종선)

회의일정
가. 한국 대사관 방문 및 KAPEX 워크숍 관련 회의
 방문일시: 2016년 7월 27일 오후 4시
 방문자: 김종선, 김윤정, 서규선(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고순철(협성대학
교 교수)
 면담자: 김흥수(주 모잠비크 한국 대사), 고희석(KOICA 부소장)
 주요 논의 내용
 모잠비크 농업관련 사업 현황 및 진행 논의
- 김흥수 대사는 모잠비크에 2달 전에 부임하여 Marracuene 지역의
농어촌공사의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농지도교육센터 사업에 관
하여 관심이 많은 편임
- 또한, 부임 이후 모잠비크 농업부 장관과의 미팅으로 농업에 관한
관심이 있으며 현지에서 농업관련 사업 유치에 힘을 실었다고 전함
- 현지 연수 방문기간에 ‘포천시’에서는 유기 비료 5만 포를 모잠
비크 농업부에 직접 전달하였음
- Marracuene지역의 영농지도교육센터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농어촌
공사에서 ‘박기욱’과장이 방문하여 관련 사업에 관하여 모잠비크
현지 담당자와 논의함
 KAPEX 현지 워크숍에 관한 업무 협의 및 일정 논의
- 현지 워크숍 일정과 관련하여 현지 담당자의 확인이 늦어졌지만 김
흥수 대사가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보기로 함
- KAPEX 사업에 소개와 모잠비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드웨어
적인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을 설명함

<한국대사관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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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잠비크 공동연구팀 국제미작연구원(IRRI)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 면담
 방문일시: 2016년 7월 29일 오후 4시
 방문자: 김종선, 김윤정, 서규선, 고순철
 면담자:

Carlos

B.

Zandamela(국제미작연구원

농업박사),

Inacio

T.

Nhancale(농업기술지도국 과장), Sergio Mabasso(농업기술지도 담당자)
 주요 논의 내용
 공동연구 진행사항 관련
- 현지연수에서 연수생들에게 설문 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심도 높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설문 일정을 정하여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정하고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
- 9월 말에 공동연구 계약이 마무리되는 만큼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 분배를 효율적으로 할 것
- 9월 말에 ODA Proposal을 제출하여야하며 사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팀과 합심하여 설득력 높은 보고서를 완성하도록 함
 현지연수 및 워크숍 진행관련
- 농업기술지도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관련 사업 승인을 얻는데 시간
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발생함. 현지워크숍 시간 및 참석자 등과
관련하여 출장 전부터 지속적으로 확답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함
-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은행계정을 통하여 지급해달라는 요
청 사항과 국내 규정과 부딪히는 점이 있어 해결책을 빨리 찾도록
요청함
 국내 워크숍 일정 및 참석 여부
- 10월 10일~14일에 국내워크숍을 진행할 예정
- 참석자는 공동연구 담당자인 Carlos B. Zandamela박사가 연구 결과
에 대하여 발표하여야 할 것. 최종 보고서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보
고서 제출 이후에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워크숍
을 준비할 수 있도록 스케줄에 따라 진행할 것
-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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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아니(Boane) 지역 IAAM(농업연구소) 현장 방문
 방문일시: 2016년 8월 1일 오전 9시
 방문자: 김종선, 김윤정, 서규선, Sergio Mabasso(농업기술지도 담당자)
 방문지역: 보아니(Boane: 마푸토 시내에서 서쪽으로 차로 한시간 거리)
 주요 논의 내용
 모잠비크 농업연구소 소개
- 모잠비크 농업연구소는 각 지역에 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보아니 지
역에서도 작물특성별로 연구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함
- 모잠비크 농업연구소는 한국의 농진청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으며 작물의 생산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시범
포에서는 비료의 양을 다르게 하거나 개량된 품종을 시범 재배하면
서 농가들이 직접 생산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모잠비크의 농업연구소는 현지 농업대학교에서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인턴은 무급이지만 대체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 농업연구소 담당 박사인 Carvalho Carlos Ecole는 토양의 산성화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비료의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후에 시범포 농장을 둘러보고 연수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을 진행하였음

<보아니 농업연구소 사무실>

<시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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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포 방문>

< Carvalho Carlos Ecole 박사>

주요 연수내용
교과목별 연수 내용
교과목명 (강사명)


교육내용
모잠비크정부는 농업부분의 개발을 위한 전략 2011-2020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3-2017사이는 농업부분 개발 전략의 국
가 투자계획을 구현하고 있음



모잠비크 정부는 농업발전의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PPP를
강조함



식량안보와 국민의 균형잡힌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
책은 동식물의 생산량을 보장해야하고 음식과 영양을 담보

모잠비크

할 수 있어야하며 농업의 생산량증진,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촌지도시스템 현황
(In cio Nhancale)

자원의 지속적인 경영을 목표로 해야함


모잠비크의 농업구성은 가족농인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
고 농업이 주된 산업임.



농업은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수출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임



모잠비크 정부는 주로 생계형농업에서 시장 지향적인 농업
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고 농민을 지원하여
축산 및 농업의 생산량을 증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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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전쟁 이후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의 농촌재건운동으로 근면·자조·자립정신을 바탕으로
마을단위로 진행되었음



새마을 운동은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켰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였음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룬 우수 마을을 선정하
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마을간 경쟁을 유발하
여 자발적으로 농촌의 물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음



국 농촌의 가옥은 초가지붕을 이용하였으나 대부분을 슬레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농촌 개발
(서규선)

새마을운동은 지붕 개량사업을 함께 진행하였고 예전의 한
이트 지붕으로 바꿨음



한국의 청도는 새마을운동 발상지로 새마을 복합체험공간이
있어 외국인들도 쉽게 새마을운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농촌지도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농촌
개발을 위해서는 모잠비크에서 농촌지도사들의 역할을 강조
하여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효율적인 마스터플랜
을 설립하여야 함



한국의 농촌종합개발 정책은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이 설립되었고 농촌의 빈곤 퇴치를 위하여 정책적으
로 지원하여 시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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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업인구는 1970년 약 50%였으나 2010년에는 6.3%
밖에 되지 않고 있음. 이것은 타 선진국보다는 농업인구 감
소가 늦은 편이고 정부의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음



한국의 농업인구는 점차 노령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60대 이
상의 농업인구가 약 50%에 이르고 있음



1960년대 한국의 주요식품은 쌀, 보기, 콩, 옥수수, 감자 등
이었으며 10 아크로 당 285, 176, 57, 81, 193kg을 생산하였
음. 그리고 한국 국토는 산지가 많은 편이어서 농업기술이
크게 발달할 수 없는 환경이었음



한국 정부는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농촌진흥청을 설립하여 농촌기술 발전을 위한
인력 육성 및 기술·개발을 강조하였음

농업인력육성



한국의 산업화 및 도시화의 여파로 젊은 인력이 농촌을 떠
났으며 농업 교육 또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전문화 교육을

(서규선)

통해 지속적으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에서
전문 기술을 보급하고 있음


농촌지도사는 농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농민에게 직
접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각 마을에는 농촌여성단체가 있으며 이들은 농촌의 복지와
위생, 영양 개선 등을 힘썼음.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여성들
의 역할을 강조하여야 하며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잠비크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



영농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농기
계 사용 교육을 시행해야 함. 한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영
농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민학교 등 여러 단체에서 농업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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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현재 한국의 농촌인력은 중앙정부 94명, 주단위 236
명, 도시단위 4,102명으로 전체 4,432명에 달하고 있음. 1970
년대에는 약8천 명의 농촌지도사들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줄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1962년 설립되었고 농촌정책지원관리
단으로부터 제정적 지원을 받았음. 1964년부터 농진청은 농
촌지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음


1962년부터 1997년
한국의 농촌지도

한국전쟁 이후 국민들은 빈곤에 시달렸으며 낮은 농업 생산
량으로 빈곤으로 더욱 고통받았음.



2010년 현재 농산품 생산량은 자급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쌀

시스템

은 매년 증가추세이나 최근 들어 쌀의 소비량이 급격하게

(고순철)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곡물들은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줄어 들고 있음.


축산업은 200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감소추세를 보
여주고 있음. 채소, 과일, 화훼 등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
재의 한국의 농업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농진청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면 정부예산
의 안정적인 지원이 질 좋은 종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요소
임. 모잠비크 정부에서도 예산체계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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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의 어원 및 필요성 설명



농촌지도사의 역할은 실질적인 농업기술이 농업생산량 향상
을 위해 농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한국의 농촌지도시스템은 미국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
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지도법을 도입하여 시행
하고 있음

농업지도교육의 역할과



농업고등학교, 한국 농수산대학교 등 농업의 고등교육을 위

분류

한 정부의 지원 내용 및 활동을 설명하고 한국 농수산대학

(서규선)

교의 장학제도, 교육의 커리큘럼 제공, 농기계 수리, 종묘의
연구·개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음


한국 농수산대학교는 농업지도교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농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활발함.
반면, 모잠비크는 농업지도교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크지
않고 예산 배정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
서 농업지도교육의 필요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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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기계 정책은 1970년대부터 본격 수립되어 추진되
었고 그 계기로 농기계 산업이 발전하였음



한국의 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현재는 농업인력
의 부재, 농업인력의 고령화 여성화를 통해 기술저하,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한국 농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국의 농기계의 변화를 시대별 기능별로 기술하여 설명하
고 현재 모잠비크 상황에 알맞은 기계를 선택하여 보급하는

한국의 농기계 정책 및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함. 고성능의 규모가 큰 기

현황

계는 농토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모잠비크에 알맞지 않고

(고순철)

기계의 고장시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기계를 보급해야 할 것.


각 분야별 정책은 시대별 영농 여건의 변화와 농기계 산업
발전 단계에 따라 그 중요성과 비중이 다르게 나타남.



농기계와 관련된 민간, 국영 기업들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
해 설명하고 모잠비크 내에서 적용가능한 정책과 시스템에
관해서 질의 응답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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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촌경제연구원과

모잠비크의

농업기술지도국과

KAPEX 사업의 일환인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배경설명을 통
해 연수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


모잠비크 소농을 위한 농촌지도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자 함

모잠비크 농촌지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Carlos Zandamela)



11개주 149개 군을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기에는 범위가 넓
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자함



각 지역에서 온 연수생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어떠한 지역이
설문 조사를 하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논의함



농촌지도

마스터플랜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PRONEA,

PROSUL, PITTA 등의 정책을 검토하고 발전시켜나갈 것


하지만 모잠비크 내에서는 좋은 데이터가 부재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식데이터가 없는 상황임. 또한, 비용은 추적되지
않아서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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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청연수를 통해 농촌지도 시스템을 경험하고 모잠비
크 내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인지 고
민해야 할 것



현지연수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농촌지도사들의 역할에 대해
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으며
모잠비크 내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말함



한국의 초청연수에서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고 한국의 전문
가들의 강의 내용을 요약하고 설명하였음. 또한 각 자료들
을 모아 동영상으로 만들어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함.


한국의 초청연수 결과
보고 및 한국 기술

한국의 농진청 방문 당시 이앙기를 통해 모를 이앙하는 모
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현지 연수생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모습으로 관심이 높았음

질의응답
(Sergio Mabasso)

- 14 -

현장학습 내용
방문지


내 용
모잠비크내의 농업연구원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보아니 지역에서도 채소, 축산, 곡물 등으로 특화시켜 연
구원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음



연수생들은 농업연구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종을 가지고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들을 보고 농민들에게 전달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함



농촌지도자들은 농민들에게 농업 생산량을 위해 너무 많
은 비료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토양이 산성화될 수 있는
위험을 알려주고 농업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



농업연구원은 농업대학교의 학생들이 인터십을 하고 있
으며 실제 농사를 짓고 실험하며 농업 생산량 향상을 위
한 직접적인 체험을 하고 이들이 졸업하고 농촌지도사로
현장에 나갈 것

보아니 농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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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및

수립 내용
토론은 많은 시간 할애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음 연수생들의 자유

로운 토론을 위해 따로 통역을 쓰지 않고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여

을

수립하도록 함
모잠비크 정부는 농업 기계 및 농민의 훈련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함
정부는 지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함


시장의 농수산물 수송을 활발하기 위한 인프라 관개 시스템 및 도로 건설

소농을 포함한 모든 농민들의 생산에서 시장까지의 가치사슬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함
농촌기술지도시스템의 효율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과
지식을 보장하고 생산을 지원하여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시킴


효율적인 농촌기술지도시스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실효성있
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최우선 과제임

농촌기술지도자의 역할은 농업 생산자에게 생산량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의 결과
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함
모잠비크 농업기술지도국은 농업생산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공식품의 개발과
공장을 지원해야 함
모잠비크 농업기술지도국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기본교육에서 농업의 지식을 도
입하고 체계적인 청소년 역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등 농업 교육을 장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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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기대효과 기존 모니터링
강의
명의 한국 강사가

개의 강의를 준비하여 실행하였음 모잠비크라는 장소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강사가 참여하지 못하였음 동행한 한국인 강사들은 농촌지도
의 전문성이 높았으며 각 주제와 한국의 기본 농업 정책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음
연수생들은 모잠비크의 농업보다는 한국의 농업정책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
문에 현지 연수를 한국인 강사 위주로 설정하였고 한국의 성공사례 및 발전과정
에 대해 질의응답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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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사진은 질의응답시간이 길어져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것을 다음날 추가
세션을 만들어 진행하기도 하면서 열의가 높았으며 연수생들의 만족도도 높았음
현장학습
현지연수에는 모잠비크의 농촌지도소나 농업기술지도국에서 많이 참여하였고 현
지의 농업연구원을 방문하여 농업기술 개발 연구 활동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농업기술지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지도사나 정책 입안자들이 현실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농업기술이나 농민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좋은 기술을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원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통역
모잠비크의 국가 특성상 통역 시스템이 활발하거나 질이 좋지는 않으며 통역회사
를 이용하여 영어 포르투갈어의 통역으로 진행하였음
전문용어가 미흡하였으며 영어 통역도 전문적이기보다는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수
준이었음
모잠비크의 부족한 인력을 이해하는 시스템이었고 영어와 포르투갈어를 모두 이
용하여 강의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통역을 도
입하는 것이 강의를 전달하는데는 효율적이었음
기타 개선점 및 특이사항
모잠비크의 운영시스템은 상당히 느리고 작은 일이라도 윗선에 결재를 받아야하
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약이 많음
현지 연수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스케줄대로 진행하지 않고 시작시간이나 휴식시
간을 현지 진행자가 조정하여 알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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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연되어 프로그램이 마

무리되기도 함
최근 모잠비크 농업기술지도국 과장이 바뀌어서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정을 내리는데도 어렵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실토함
연수와 워크숍은 농어촌공사에서 수행중인

에서 진행하였는데 기술의 부족

한 담당자의 역량 부족이 커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순조롭지 않았음
하지만

연수가 이후

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해

보완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담당자가 자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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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현지 정책워크숍을 통해

공동조사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 결과

를 공유하고 국제농업협력기관 사업수행 사례 발표를 통해 향후 모잠비크
농촌 지도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일시
수요일
장소
마라꽈니 영농지도센터
대상

명 내외

모잠비크 농업부 공무원 등 농업 전문 관련자 및 주한대사관
등 국제 개발 기관 관계자 등
날짜/시간
8월 3일(수)
09:00-09:25
09:25-10:00
10:00-10:30
10:30-11:00
11:00-11:30
11:30-12:00
12:00-13:00
13:00-13:20
13:20-15:00

세부 일정
현지 워크숍
환영사(김흥수 한국 대사) 및 개회
KAPEX 사업 소개
[발표 1] Dr. Dulailia Macome (DPCI)
모잠비크 농업 현황 분석
사진 촬영 및 휴식
[발표 2] Sergio Mabasso (DNEA)
한국의 초청연수 동영상 상영 및 연구·기술 현황
[발표 3] Dr. Patrick(JAM)
모잠비크 관련 사업 소개
발표자 질의응답
마무리
환송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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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REI, 농어촌공사, 한국대사관,

(현지 워크숍 참가자)

모잠비크 농업기술지도국 회의)
회의)

(주요 연사)

(NGO-JAM 소개)

(KAPEX 소개)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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