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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미얀마의 농림업 정책인 농업개발전략(ADS 2018-19~2022-23)
과 국가산림기본계획(NFMP)을 검토하여 미얀마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정책당국자·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농림업분야 협력방향을 파악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와 신남방정책 및 한·메콩 협력 등의
국제협력 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한국의 대미얀마 국가협력전략에 부합
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얀마는 2017년 기준, 인구의 약 7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노동인
구의 약 51%가 농업부문에 종사하며, 농업이 전체 GDP의 약 29%를 차지
한다. 또한 미얀마는 인도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토
지, 강수량, 기후 등 농업에 우호적인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어 2010년 이
후 매년 7%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전 국토의 44.5%가 산림 지역인
아시아 제3위의 산림보유국이지만, 최근 연이은 개발로 산림면적이 지속적
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는 불법적인 벌목과 산림 전용으로 인
한 황폐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미얀마의 제1위 수출 농산물인 쌀은 생산
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생산성이 낮고, 수확 후 시설 등 가공
역량이 부족하다. 미얀마의 농림업은 대부분 1차 신선농산물 생산과 수출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미흡한 농업 기계화율과 낮은 가공역량 및 낙후된 농
업 제반시설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농업개발전략(ADS
2018-19~2022-23)을 제시해 식량 안보, 농촌 빈곤율 감소, 소농의 소득
증대, 농림 관련 무역활동의 경쟁력 증대, 농민들의 권리 보장과 강화를 기
대하고 있다. 미얀마 농업개발전략(ADS)의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① 거버넌
스 개선 ② 생산성 향상 ③ 경쟁력 강화이며, 이를 위하여 정보공유,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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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역량 강화, 기초연구 강화, 농업기반시설 및 기계화 향상, 농업가치
사슬 개선, 금융서비스 개선의 총 여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
진하고자 한다.
한편 국제사회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전체 사업 대비 약
4.6%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최근 임업분야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농림
업분야의 개발협력사업 비중이 높은 일본은 프로젝트와 기술협력 유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림업 기술협력사업이 매년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므
로 이는 미얀마의 농업기술 향상과 함께 일본 민간기업의 진출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농림업분야 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산림과
환경 및 소외계층의 인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영
국도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임업분야
사업을 시작하였다. 주로 기후변화와 환경부문에 집중하는 추세다. 미국은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규모와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프로젝트 형태의
농업개발사업으로 소규모 농민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 생산과
기후변화를 연계하고 있다. 호주는 농업기술과 식량작물에 대한 양국간 공
동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를 중
심으로 현지 전문가와 협업하여 중장기의 다각적인 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하
고 있으며, 제3국 학자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정부와 시민사회 및 도시개발 중심의 사업을 추
진해왔으며,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부문의 기술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은행(WBG)은 대형 프로젝트 내에 금융, 도시와 농촌개발,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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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은 2009년부터 많은 원조기관간 협업으로 미얀마 농가소득 증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여성과 아동의 영양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미
얀마 농업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의 적극
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는 미얀마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식품 가치사슬, 임산물 교역과 관련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한국 측에 식품 가치사슬과 푸드시스템 관련 협력을 제안하
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개발협력 현황과 전략을 고려하여 한국도 다른 선
진국과 국제기구의 농림업분야 기술협력과 지원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이
를 통해 미얀마 농식품의 가치사슬 개선에 기여하고 동시에 한국기업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의 사례에서 보듯
이 우리 전문가가 미얀마 전문가와 협업하여 미얀마 농림업분야 공동연구
를 활성화하는 전략도 세워야 한다. 다른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아시아적인
시각, 특히 미얀마의 시각에서 미얀마 농림업분야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한국의 전문가 육성
과 개발협력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한국은 미얀마와 무역, 투자, 인적교류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증진시켜왔으며, 2017년 총 교역액 12.2억 달러와 3억 달러의 흑자를 누
리고 있다. 농림업분야에서는 주로 채소·과실의 조제품과 채소류를 수입하는
반면, 동물성 생산품, 조제 식품류, 음료, 육·어류 조제품 등 가공품을 수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얀마의 신선 채소와 과실류 및 가공조제품에
대한 한국의 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며, 한국의 동물성 생산품과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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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및 음료 등 가공품 수출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무역 구
도를 형성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어 있는 양국간
경제협력과 미얀마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바, 일례로 양곤
의 띨라와 경제특구에 식용유와 채소류 등 농식품 가공공장 설립, 현지 축
산 사료사업, 농기계 공장과 연구소 설립, 미소금융, 농민 대상 소형 농기계
할부금융 등이 진출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얀마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분야에서 현지 시장 정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다방면의 사전
조사, 사업 부문별 현지화 가능성, 현지 협력기관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양국간 인적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진행된 고용허가제로
2018년 4월 기준, 국내에 약 2만 2,000명의 미얀마인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농림업분야에서는 육체노동의 비중이 크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버
섯, 파프리카, 고추, 축산업, 농기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한국에서 배운 농림업 생산기술과 스마트팜 등을 활용하
여 본국에서 농식품 비즈니스를 담당하게 되면 양국간 농림업분야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미얀마 농업인력의 중장기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일례로 귀국하는 미얀마인 대상 현지 창업지원
및 한국기업 진출과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다.
2018년까지 정부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주요 사업으로는 ① 새
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한 농촌개발사업 ② 농지 제도와 농기계 지원 등을 통
한 생산기반 여건 지원 ③ 수확후관리기술 연구소와 농업기술협력(KOPIA)
센터 등 농업기술 지원 ④ 우수농산물(GAP)과 농산물유통제도 등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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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 지원 ⑤ 중부 건조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복원
⑥ 농민과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등이 있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농촌지역 개발과 농산물 가치사슬 부문에서 양국간 협력사업이 증
가하였다. 기존 협력사업을 통해 연구소나 훈련센터 설립 등 기초 인프라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들 시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미얀마 현지에서 양국간 농업기술 협력과 산림교육 부문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예: 무작위추
출평가 방식: Randomized Control Trials)를 수행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
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에서 기초선 조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 이미 75%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수입선 다변화로 위험
을 분산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수요에 적합한 미얀마산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수입하는 체계를 빠른 시간 내에 갖추는 것이 필요하
다. 동시에 한국산 고품질 농산물과 가공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수 있는 여
건 조성이 중요하다. 미얀마 농림업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인적교류, 개발협
력 활동 증가와 현지 진출 한국기업, 국내 미얀마 노동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협력사업과 경험을 마중물로 활용하고 동시에 양국간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 대학, NGO, 청년 기업 등)과
의 협력 채널과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향은 미얀마의 농업개발전략
(ADS 2018~2022)의 3대 축인 거버넌스, 농업생산성,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은 목표와 협력 틀(Framework)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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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주요 의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한·
미얀마 농림정책협력을 기초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정성과확산사업(KAPEX), 경제발전경험공유
사업(KSP),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국책연구원의 ODA 정책연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얀마 농림업분야 기술지원과 양국
간 인적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고품질 농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미얀마 농식품 부문의 글로벌 가치사슬 개선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상호 호혜적 무역구조 형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신남방정책,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한·메콩 협력, 한·미얀마 양
자간 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을 고도화하는 전략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중장
기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전문가, 한국기업
과 NGOs 등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을 연계함으로
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세부 협력방안을 다음
과 같이 제안한다. 농림업 생산·유통·가공 부문에서는 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제품화 생산기술 협력 ②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개선 ③ 축
사료기반 구축과 축산물 가공역량 강화 및 고품질화 ④ 농산물 품질 제도
및 수출 역량 개선 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활용 및 기후변화 대응
산림 협력을,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에서는 ① 농촌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② 미얀마 농촌관광을 통한 마을 소득 증대사업을, 농림업 연구
개발 및 정책 부문에서는 ① KAPEX 정책협의 내실화와 해외농업자원개발
과의 연계 ② 미얀마 정책 형성을 위한 국제기구의 사업에 적극 참여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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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IA 센터를 활용한 농업기술 연구협력 역량 강화 ④ 생물다양성 연구를
통한 식물자원 발굴 및 자원화를, 농림업 서비스 부문에서는 ① 농가 및 농
민조직 기술교육으로 마을 리더의 역량 강화 ② 소액금융과 영농활동과의
협업 ③ 조림투자협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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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색인

약자

영문

국문

Australian Center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호주 해외농업연구소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CIAR

ADS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농업개발전략

ADSISU

ADS Implementation Support Unit

ADS이행지원유닛

AERDTC

Agricultural Extension Rural Development
Training Center

미얀마 농촌개발연수원

Agriculture and Farmer Federation of Myanmar

미얀마 농업농민연맹

AFFM
AFoC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호주 국제개발청

BMZ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독일 연방경제협력부

CPF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세계은행 국가협력
프레임워크

CPF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

유엔식량농업기구 국가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CSA

Climate Smart Agriculture

기후스마트농업

Development Assistance Coordination Unit

미얀마 원조사업심의위원회

DAP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미얀마 개발지원정책

DAR

Department of Agricultural Research

미얀마 농업연구국

DACU

DFAT

Department for Foreign Affairs and Trade

호주 외교통상부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 국제개발부

DOA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얀마 농업국

DRR

Disaster Risk Reduction

자연재해 위험 감소

DZIP

Dry Zone Integrated Plan

건조지역 녹화종합계획

EC
EDCF

Economic Committee

미얀마 경제위원회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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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영문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

FCO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영국 외무성

FERD

국문

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

미얀마 대외경제협력국

Farmer Field School

농가현장학교

The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me

국제농업 및 식량안보
프로그램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환경기금

GIZ

German Federal Enterpris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독일 국제협력공사

GMS

Greater Mekong Subregion

메콩경제권

HFIAS

Household Food Insecurity Access Scale

가구 내 식품 불안정
접근 지표

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국제식량정책연구소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 국제협력사업단

Korea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 for Food
Security

농정성과확산사업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독일 개발은행

FFS
GAFSP
GAP

KAPEX
KfW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 국제협력단

KOPIA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LBVD

Livestock, Breeding and Veterinary Department

미얀마 축산, 육종 및
수의학 부처

LIFT

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Trust Fund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

MAEU

Myanmar Aerospace Engineering University

미얀마 항공공학대학교

MCSE

Myanmar Cotton and Sericulture Enterprise

미얀마 국영목화양잠기업

KSP

22 •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약자

영문

MCSE

Myanmar Perennial Crops Enterprise

MDCF

국문
미얀마 국영다년생작물기업

Myanmar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미얀마 개발협력포럼

MDI

Myanmar Development Institute

미얀마 개발연구소

MFE

Myanmar Farm Enterprise

미얀마 국영농장기업

Myanmar Industrial Crops Development
Enterprise

미얀마 국영산업작물
개발기업

Myanmar Jute Enterprise

미얀마 국영삼베기업

MOALI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MONREC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천연자원환경보전부

MoPF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미얀마 기획재정부

MSDP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

MSE

Myanmar Sugarcane Enterprise

미얀마 국영사탕수수기업

MWZ

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독일 경제협력부

NADSCC

National ADS Coordination Committee

국가ADS조정위원회

NADSIC

National ADS Implementation Committee

국가ADS실행위원회

MICDE
MJE

NFI

National Forest Inventory

국립 산림 목록

NFMIS

National Forest Monitoring Information System

국립 산림 점검
정보 시스템

NFMP

National Forestry Master Plan

미얀마 국가산림 기본계획

NPS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미얀마 국가계획위원회

NSDS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PAPRD

Project Appraisal and Progress Reporting
Department

프로젝트평가진행보고부

PFE

Permanent Forest Estate

영구산림지

PPPs

Public-Private Partnerships

민관협력

RCT

Randomized Control Trial

무작위추출방식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

Regional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

지역산림교육훈련센터

REDD+
RETC

용어 색인 • 23

약자

영문

국문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SLM

Sustainable Land Management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법

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중소기업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위생검역

TVET

지속가능발전목표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

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처

WBG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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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본 연구는 미얀마의 농림업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미얀마연방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이하 미얀마)은 한국정부의 중점협력대상국(2016~2020)이며, 아세안 통합
에서 지역격차 해소가 요청되는 주요 대상국가이자, 2011년부터 진행된
한·메콩 협력에서의 주요 협력대상국이다.
미얀마는 2011년 군부 출신인 떼인 쎄인(Thein Sein) 대통령을 주축으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2015년 11월 총선에
서 아웅 산 수찌(Aung San Suu Kyi)의 국민민주주의연합(NLD) 승리로 선
출된 틴 쩌(Htin Kyaw) 대통령(재임 기간 2016. 3. 30~ 2018. 3. 21)은 5
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난 3월 사임하였다. 이후 윈 민(Win Myint)
미얀마 10대 대통령(2018. 3. 30~)이 국가를 공식적으로 이끌고 있다.
한국은 미얀마와 1961년 영사관계를 맺었고 1975년 본격적인 외교관계
를 수립하였다. 1983년 아웅 산 묘소 폭발로 우리나라 외교사절 17명이 순
국하면서 양국 외교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으나,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에
서 미얀마가 한국의 유엔가입을 최초로 지지하면서 미얀마와 본격적인 협력
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군부정권 이후 2011년 미얀마 개혁개방이 이루어
지고, 2013년 1월 아웅 산 수찌 여사의 방한, 2016년 10월 윈 민 당시 미
얀마 하원의장의 방한, 2017년 8월 정세균 국회의장의 미얀마 방문 등, 양
국 정부 간 교류를 계기로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경제협력 활동이 증가하
고 있다.
2017년 12월, 만 윈 카잉 딴(Mahn Winn Khaing Thann) 미얀마 상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2014~19년,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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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1)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014~19년, 2,200만 달러)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 기술공유 및 투자협
력을 희망하기도 하였다.
2016년 기준, 미얀마 총생산(GDP) 중 농림업의 비중은 약 29%, 종사자
비중은 51% 수준으로 타 산업에 비해 농림업분야의 전후방 산업연관효과
가 크다. 미얀마 정부는 산간지역과 소수민족 거주지역을 특별히 고려함으
로써 국가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추구하며 한편으로는 민족간 갈등을
완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균형잡힌 농림업 발전과 이를 통한
소득향상을 추구한다. 미얀마의 지속가능개발계획(MSDP)은 평화와 안정,
번영과 동반자 관계, 사람과 지구의 3대 영역에 핵심 가치를 부여하고 있
다. 미얀마 내 군부와 현 정권의 긴장 관계, 로힝야 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
의 대응 등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와 마찰이 있지만, 미얀마의 전반적인 경
제·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농림업분야가 당분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미얀마 정부는 농업개발전략(ADS 2018~2022)을 활용하여 거
버넌스, 생산성,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농업부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농림업분야의 개발과 성장 및 고부가가치 창출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미얀마 농민의 빈곤 감소와 소득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동시에
소수민족과 산간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이 미얀마와의 개발협력에 무게를 두는 것은 미얀마가 개혁·개
방 과정에서 한국의 발전 모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신남방
정책 중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및 메콩국가와의 협력을 넘어 인도 등 남아시
아와 연계할 수 있는 ASEAN 지역에서의 교두보 역할을 미얀마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이후 한국의 대미얀마 개발협력에서 농림
업분야가 증가하였고, 당분간 농림업분야의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1) 양곤주 야웅니핀 지역, 2018년 착공 목표(240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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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양한 시각에서 기존의 협력사업을 검토하여 향후 협력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이자 ASEAN과 남아시아의 지
정학적 경계선에 위치해 있으며, 2011년 개혁·개방 이후 국제사회에 새롭
게 등장한 미얀마의 농림업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의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다.
미얀마는 한국의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2016년 수립된 국가협력전략
(CPS)에는 공공행정,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의 4대 중점협력 분야가 제시
되어 있다. 농림업분야는 중점협력 분야 중 지역개발과 직·간접적인 연관성
이 있으며, 농산촌 지역의 농가 조직, 금융, 농산물 생산, 수확 후 관리, 가
공, 판매 등 종합적인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직접적으로 연
관되어 있는 분야이다. 미얀마 아웅 산 수찌 여사의 신정부는 농민의 시장
접근성 제고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소비에 관심이 높으며, 특히 지역 소농
의 소득향상에 정책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미얀마의 농림업 생
산성 증대와 농산촌 지역 종합개발로 균형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농산
물의 가치사슬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화두이다.
이 연구는 미얀마 정부의 관련 정책과 농림업분야의 발전전략 등을 검토
함으로써 현지의 개발수요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현지 정책당국자와 전문
가와의 면담 조사로 한국과의 바람직한 협력방향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찾
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국가협력전략에 부합하면서도 농림
업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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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이 연구는 앞서 설명한 취지와 목적을 기반으로 총 6개 장(章)으로 구성
되어 있다. 우선 제1장에서는 미얀마 농림업분야의 개발협력에 대한 연구
배경과 이러한 연구가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연구의 구성
과 방법 등을 설명한 후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
의 명확한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미얀마 농림업분야의 발전전략과 개발수요를 파악하여 미얀
마 현지수요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얀마의 농림업 생
산과 유통 및 수출입 구조를 파악하고, 미얀마 정부의 농업부문 발전 지침
인 미얀마 농업개발전략 및 투자계획(Myanmar 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 and Investment Plan 2018-19~2022-23, 이하 농업개발전략
(ADS 2018~2022))을 살펴 현지의 개발수요를 파악하게 된다.2) 농업개발
전략(ADS 2018~2022)이 특히 공공행정(거버넌스), 생산성 향상, 시장연계
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핵심으로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미얀마의 농림업분
야 발전이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여 소농과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건강 증진
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을
통하여 주요 선진국과 국제사회가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미얀마와 농림업분
야에서 협력하는지 파악하게 된다. 주요 공여국인 일본, 독일, 영국, 미국,
호주의 양자협력 현황과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식량농업기구의 다자협
력사업을 파악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농림업을 중심으로 한·미얀마 간 무역, 투자, 인적교류 등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검토와 유·무상 원조를 포함한 한국의 개발협력정책
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대미얀마 농림업 협력에 시사점을 도출할 것
2) “Myanmar’s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is officially launched”(2018. 6. 1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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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지난 2017년 말 정부의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와 종합시행계획
을 살펴본 후, 새 정부의 방향에 부합하는 협력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제5장에서는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수요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한
국의 지원역량과 정책을 기반으로 향후 농림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향과 추진전략·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미얀마 양곤과 네피도 등 현지 방
문 조사를 통하여 미얀마 농림축산관개부와 산림청의 입장을 파악하고, 국
제사회의 농림업 협력활동과 의지를 포함해, 현지 농림업분야에 진출한 우
리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5장까지의 현황과 시사점 및 방안을 요약하고
향후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 있는 국내외 미얀마 농림업분야 연구에는 크게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대한 논의, 한국의 해외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농업부문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재원 확대와 관련된 연구, 개발효과성 증
대와 성과지표 등에 대한 논의, 미얀마의 토지개혁정책 등이 있다.
장준영(2012, pp. 15~19)은 해외 문헌과 저자의 경험에 기반하여,
1948년부터 1962년까지 미얀마 민간정부의 외교정책을 ‘방어적 비동맹
중립외교’, 1962년부터 1988년까지 군부정권 시기의 외교정책을 ‘공세적
비동맹중립외교’,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신군부정권의 외교정책을 ‘방
어적 비동맹중립외교’, 2011년부터 신정부의 외교정책을 ‘공세적 비동맹
중립외교’로 시기 구분하고, 이렇게 전환되어온 정치적인 과정과 주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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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가 2011년 개혁·개방 이
후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자국의 실리
를 도모하고자 헤징전략을 취한다는 점, 인도와 국경무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는 점, 2014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함으로써 아세안 역
내 위상 제고를 위해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흥미롭게 설
명하고 있다.
또한 오윤아(2015, pp. 13~14)는 2012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 완화와 대규모 원조의 급증 원인으로 ① 미얀마의 개
발수요 증대 ② ‘민주화’라는 정치적 상징성 부각 ③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
려는 경쟁국의 의도라는 지정학적 측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53억 달러를 공여한 일본에 비해 한국은 지원규모가 적기 때문에 보다 책
임 있고 차별성 있는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미얀마의 전반적인 경제 발전과 한국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오윤아,
박나리(2013, pp. 101~103)는 농업중심 경제에서 산업중심 경제로 이행
하는 미얀마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공여국의
농업·농촌개발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미얀마의 균형외교전략과 한국의 이
미지 프리미엄 등을 고려함으로써 수원국 입장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
는 한국의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의 중점협력 분야 선정에 대한 연구 중 강인
수, 장준영, Daw(2015, p. 203)는 미얀마의 전반적인 개발수요와 공급부
문 및 추가적인 고려 사항을 고려함으로써 미얀마의 농업·농촌 개발, 기술
직업교육, 경제인프라, 공공행정 부문의 역량 강화를 우선 협력 분야로 제
시하였다.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국외의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아시아개발
은행의 Raitzer et al.(2015, p. 28)은 미얀마 농업부문이 토지, 물, 노동
력, 시장규모 면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음을 설명하면서, 인근 국가로부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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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저렴한 농업투입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재산권 개선, 신용접근성
제고, 비료와 농기계 등 투입재 시장 투자촉진, 관개시스템 개선, 지역교통
과 전력사정 개선을 협력방안으로 제안하였으며, 중장기 농업개발협력전략
을 기반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투자촉진을 강조하고 있다.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는 미얀마 농림업 현안을 심층 조사하여 농림업분야에 대한 미얀
마와의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존 미얀마와의 협력방향을 보
다 세분화하고, 이를 농림업분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연계한다. 이로써
한국 정부의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이자 한·메콩 주요 협력대상국으로, 정
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미얀마 현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농업·농촌
개발 부문의 다양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해외기술협
력센터(KOPIA)를 통한 농업기술협력,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산림
교육훈련센터와 미얀마 예진농업대학교 등을 통한 양자간 교육 협력사업 등
도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협력사업을 검토하고,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와의 심층면접으로 현행 농림업분
야 협력프로그램의 중요성과 필요성 및 원조의 효과성 관련 논의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진은 미얀마 현지 사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다 미얀
마 농림업분야 공무원 및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수요가 높고 향후 유망하며, 실현가능한 협력방향과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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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의 수행 방법
주요 연구 방법으로는 ① 미얀마 농림업 생산과 수출입 등 농림업 통계자
료와 분석 ② 기존 연구 검토와 이를 기반으로 상호 비교 분석 ③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정부 관계자 면담 ④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와
NGOs 및 민간 전문가 면담 ⑤ 미얀마 현지의 주요 농림업분야에 대한 방
문 조사 ⑥ 국내 미얀마 전문가 면담 등이 활용되었다. 미얀마 통계자료의
경우 세계은행, IMF, ADB 등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자료와 미얀마 기획금
융부와 농림축산관개부의 관련 통계를 공식 자료로 활용하였다. 국내 연구
결과물을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제시한 농업부문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검
토하고 이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며, 농림업분야 현지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면담으로 실질적이고 실행가능한 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진은 2018년 7월 2일(월)부터 7일(금)까지 미얀마의 양곤과 네피
도를 방문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현지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하였다. 농
촌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현장 방문, 국제기구 방문으로 현지
사업내용과 한국과의 협업 가능성 조사, 일본 JICA 방문으로 현지 사업내용
이해, 한국 기업체 방문으로 민간의 수요 조사, KOICA 방문으로 현재의
미얀마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미얀마 농림축산관개부와 산림연구원 및 예
진농업대학교 방문으로 현지 공무원의 한국 사업에 대한 의견과 향후 수요
논의, 농촌지역 방문 등으로 연구진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연구방향 설정에
큰 도움을 받았다(현지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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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얀마의 농림업 현황
가. 농림업 개괄
미얀마는 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서북쪽에 위치한 국가로 면적은 대한
민국의 약 6.8배(한반도의 약 3배)인 67만 6,563㎢이며, 남서쪽으로는 벵골
만, 동부는 태국 및 라오스, 북부는 중국, 서부는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접
경하고 있다.3) 2015년 미얀마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인구는 약 5,148만 명이
고 약 70%를 차지하는 버마족과 그밖에도 샨, 카렌, 카친 등 130여 소수 민
족과 기타 중국계·인도계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전체 인구의 89.4%가 불교를 믿고 있다.4) 2016년 기준 미얀마의 국내총생
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약 751.2억 달러이고(표 2-1 참
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 Atlas method)은 약 1,190달러이
다.5) 세계은행의 국가 빈곤 인구 조사 지표(Poverty Headcount Ratio at
National Poverty Lines)6)에 의하면, 미얀마의 국가 빈곤선 이하 생계유지
인구 비율은 2005년 48.2%에서 2010년 42.4%, 2015년 32.1%로 감소 추
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7)
미얀마는 2010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산
업별 구성비를 보면 2015년 기준8) 국내총생산 중 서비스업이 41.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 30.06%, 농림업
28.79%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농림업의 GDP 구성비는
3) 주 미얀마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검색일: 2018. 5. 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 p. 2.
5) World Bank Open Data(검색일: 2018. 5. 1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6) 세계은행이 국가별 빈곤선(National Poverty Lines)을 이용하여 국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 비율을 계산한 것임.
7) World Bank Open Data(검색일: 2018. 5. 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저자 주: 국가 빈곤선(Nati
onal Poverty Lines) 이하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 비율, 국가 추정치는 가계총조사로부터 얻은
인구 가중된 하위 그룹 추정치에 기반함.
8) 전체 국내총생산 자료는 2016년까지 자료가 존재하나 국내총생산의 산업별 비중 자료는 2015년
까지만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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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로 서비스업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2011년 이후 서비스업의 비중
이 농림업 비중을 상회하였다. 농업중심 국가로서 여전히 농림업이 국가경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구조가 농업 중심
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1 참고).
표 2-1. 미얀마 농림업의 GDP 구성 및 성장률 변화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GDP(십억 달러)

49.54

52.31

56.15

60.88

65.74

70.54

75.12

농림업 비중 (%)

36.85

34.67

32.84

31.39

29.87

28.79

-

75.8

73.8

72.4

71.4

70.5

69.7

-

23.1

25.0

26.4

27.5

28.7

29.6

-

1.1

1.2

1.2

1.1

0.8

0.7

-

농업
농림업
축산 및 수산업
내 비중
임업
제조업 비중 (%)

26.4

27.6

27.8

28.5

29.6

30.0

-

서비스업 비중 (%)

36.6

37.6

39.3

40.0

40.4

41.1

-

9.6

5.5

7.33

8.42

7.9

7.2

6.5

GDP 연간성장률 (%)

주: 1) 미얀마의 회계연도는 당해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임.
2) GDP 액수는 2010~16년 실질 가격(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Myanmar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검색일:2018. 5. 14);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검색일: 2018.
5. 1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2]를 보면, 미얀마 농림업 종사자 비중은 2010년 60% 수준에서
2016년 51%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
다. 또한 남성 노동인구의 농업 종사자 비중은 52.35%로 여성(49.76%)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2-2. 미얀마의 농업 종사자 인구 비중(2010~16년)
(단위: 천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노동인구(천 명)

구분

23,662

23,897

24,112

24,323

24,555

24,812

25,085

농업 비중(%)

60.61

59.07

57.36

55.79

54.07

51.75

51.29

전체 남성 노동인구
중 농업 비중(%)

61.39

59.99

58.30

56.70

55.04

52.81

52.35

전체 여성 노동인구
중 농업 비중(%)

59.49

57.75

56.00

54.47

52.68

50.20

49.76

자료: World Bank Open Data(검색일: 2018. 5. 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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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인구의 70%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9) 대부분의 농지는 소
규모 농가들에 의해 경작되고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미얀마 농지 보유
규모별 농가 분포를 보면 1.2ha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전체의 38%,
1.2~2.0ha 농가가 18.8%로, 2.0ha 미만의 농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4.0ha의 중규모 농가는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8ha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농지 보유 규모별 농가 분포(2003년)
(단위: %)
4.6

0.2

14.8
38

1.2ha 미만
1.2ha 이상 ~ 2.0ha 미만
2.0ha 이상 ~ 4.0ha 미만

23.7

농지 규모별
분포

4.0ha 이상 ~ 8.0ha 미만
8.0ha 이상 ~ 20.0ha 미만
20ha 이상
18.8

자료: U Aye Maung Sein(2003), p. 1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992/93년 미얀마 농업 총조사와 2009/10년 가구생활여건 통합조사에
의하면 해당 기간 미얀마의 농가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2/93년에 농
가 수가 270만 호에서 2003년에 330만 호로 증가하였으며, 2009/10년에
도 더 늘어나 440만 호로 조사되었다.10)
2016년 기준, 미얀마는 전 국토의 약 44.5%가 산림지역으로11) 이루어
져 있어, 중국과 인도에 이어 아시아 3위의 산림자원 보유국으로 선정되었
다. 하지만 국토 전체에서 산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50.5%에서
9) 관계부처 합동(2016), p. 24.
10) 지성태(2014), p. 5.
11) World Bank Open Data(검색일: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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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4.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2 참
고). 이에 최근 미얀마 정부는 보전 수림을 늘려 산림 보호에 힘쓰고 있으
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티크(teak), 하드우드(hardwood) 등 미얀마의 풍
부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산림은 불법 벌목 및 거래로 인해 빠르
게 황폐화되고 있다.12)
그림 2-2. 산림면적 및 산림비율 추이
(단위: 천 ha, %)
(면적)

(비율)

340

51
50

330

49

320

48

310

47
46

300

45
44

290

43

280

42

270
2006

2007

2008

2009

2010
산림면적

2011

2012

2013

2014

2015

41

산림비율

자료: World Bank Open Data(검색일: 2018. 5. 8)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농림업 생산
1) 행정구역 및 농업 지형
미얀마는 지형에 따라 다섯 지역으로 나뉜다. 이는 크게 미얀마 북부와
서부의 산악지형, 살윈 강과 에야와디 강 상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동부
지역의 샨 고원(Shan plateau), 서부와 북부 산지로 둘러싸인 중심지의 중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6),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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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분지지형, 그리고 기다란 해안선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중
앙분지 지역에 미얀마의 주요 도시인 만달레이, 네피도, 양곤 등이 분포하
고 있다.13)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Naypyidaw)를 제외하고 행정구역은 7
개 주(State)와 7개의 관구(Division)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2-3 참고).
그림 2-3. 미얀마의 행정구역

카친 주

사가잉 구

친주

샨주
만달레이 구

라카인 주 마궤이 구

네피도
카야 주

바고 구

양곤 구
에야와디 구

카인 주
몬주

타닌타리 구

13) FAO Aquastat(검색일: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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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계속
구분

주(State)

구분

관구(Division)

1

카친(Kachin State)

a

사가잉(Sagaing Division)

2

카야(Kayah State)

b

타닌타리(Taninthayi Division)

3

카인(Kayin State)

c

바고(Bago Division)

4

친(Chin State)

d

마궤이(Magway Division)

5

몬(Mon State)

e

만달레이(Mandalay Division)

6

라카인(Rakhine State)

f

양곤(Yangon Division)

7

샨(Shan State)

g

에야와디(Ayeyawady Division)

자료: MoPF(2016)를 토대로 저자 작성.

미얀마는 수도 네피도와 14개의 주(State)와 관구 아래에 74개의 지구
(District), 330개의 군구(Township), 3,301개의 구(Ward), 1만 3,558개
의 마을트랙(Village Track)과 6만 3,798개의 마을(Village)이 있다(그림
2-4 참고). 군구 지역은 인구 밀집도에 따라 다양한 규모 분포를 형성하고
있으며, 양곤과 같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소규모 군구들이 존재한다.
지구 및 군, 구, 마을트랙, 마을의 행정 단위는 인구 조사 이후 통계에 따라
분류된다.14) 7개의 ‘관구’(Division 혹은 Region)는 주로 버마족이 대다수
거주하는 지역들이며, ‘주’(State)는 라카인, 친, 카친 등 소수민족이 거주하
는 지역들을 역사적으로 지칭해온 것인데, 2008년 발효된 미얀마 헌법 특
권에 의해 주와 관구의 용어 차이만 존재할 뿐 행정구역으로서 위상의 차이
는 없다.15)

14) Kraas & Myint(2017), p. 30.
15) Nixon et al.(2013).

제2장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 현황과 수요 • 41

그림 2-4. 미얀마의 행정구역 구조(2013년)

네피도와 주 및 관구
지구(District)
군구(Township)
도시지역

농촌지역

타운(Town)

마을트랙(Village Track)

구(Ward)

마을(Village)

자료: Nixon et al.(201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열대성 기후인 미얀마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2,300mm 수준이며 네 개
의 주요 하천(the Ayeyarwady, the Chindwin, the Sittaung, and the
Thanlwin)을 가지고 있어 수자원이 풍부하다. 미얀마의 기후는 건기와 우
기가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5월 중순에서 10월까지 약 5~6개월은
몬순 기후의 영향으로 강수량의 약 80%가 집중되는 우기이고, 나머지 6개
월은 건기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건기에는 저수지나 보
등 관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는 쌀을 생산할 수 없다.16) 하지만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FAO)의 Aquastat에 따르면 10개의 주요 하천유역으로부터
연간 약 1,000km3에 달하는 잠재 지표수(surface water potential)가 공
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17)

16) ADB(2013), p. 16.
17) FAO Aquastat(검색일: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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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미얀마의 농업생태 지형 분포

자료: ADB(2013, p. 1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미얀마의 농업지형(그림 2-5 참고)은 ① 중부 건조지역 ② 해안선 지역
③ 산악지역 등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농업지역은 다시 자연지
리학적으로 ① 북부 산악지역 ② 중부 건조지역 ③ 라카인 해안지역
(Rakhine coastal) ④ 서부 산악지역 ⑤ 동부 산악지역(샨 고원: Shan
plateau) ⑥ 에야와디 델타(Ayeyawaddy delta) ⑦ 양곤 델타(Yangon
delta) 그리고 ⑧ 동부 해안지구(타닌타리 해안지구: Thanintaryi coastal
strip)로 분류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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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미얀마의 동서북 산악지역과 중부의 건조지역, 남부 델타
지역, 그리고 해안선 지역은 다양한 기후 및 토지대를 만들고, 여기서 60
여개 이상 다양한 품종의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다. 2015/16년 기준으로
전체 미얀마 토지면적 중 농지면적은 전체 면적(약 6,500만 ha)의 18.5%
(약 1,200만 ha)에 달한다.19) 미얀마 기획재정부의 2016년 회계보고서
(2016 Myanmar Statistic Yearbook) 자료에 따르면, 2015/16년 회계
연도에 미얀마 농산물 총 재배(Gross Area Sown) 면적은 약 2,132만 ha
이고, 순 재배(Net Area Sown) 면적은 약 1,336만 ha로 동일 토지를 여
러 번 이용한(Area Sown More Than Once) 토지는 약 796만 ha이었
다. 이를 통해, 미얀마에서는 같은 논밭에서 1년에 2회 이상 동일한 또는
다른 농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다모작(Multiple Cropping)이 일반적
임을 알 수 있다.20)

2) 쌀 생산
쌀은 미얀마 경제의 근간으로, 미얀마 국민들에게 삶의 주요 원천이 되는
산업이자 주식이다. 2016년 기준으로 벼 재배면적은 농산물 전체 경작지 중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21) 미얀마에서 벼를 경작하는 농지는 천수답이 유
리한 저지대(Favorable Lowland)와 불리한 지대(Unfavorable Rain Fed)
로 구분된다. 천수답이 유리한 저지대에서는 천수답 의존 형태의 논 또는 관
개시설을 이용한 논농사가 이루어진다. 미얀마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자료에 따르면, 2012/13 회계연도에 759만 ha의 벼 재배면
적 중에서 68%가 천수답이 유리한 저지대였다(표 2-3 참고). 천수답이 불리
한 지대(32%)의 벼 재배는 가뭄에 취약한 토양(Drought Prone)에서 12%,

18)
19)
20)
21)

MOAI(2015), p. 22.
MoPF(2016), p. 232. 농지면적은 불법 점거 농지(Squatter)를 미 포함함.
Ibid., p. 233.
Ibid., p.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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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토양(Submerged)에서 9%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심수답(Deep-water)
과 염해토양(Salt-affected), 고지대(Upland)의 밭벼 등이 전체 벼 재배면
적 중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22)
표 2-3. 미얀마의 벼농사 토양 유형별 경작 비중(2013~14년)
(단위: %)
유형
관개 저지대(Irrigated Lowland)

천수답이 유리한 저지대
(Favorable lowland)

비중
20

천수답 저지대(Rain Fed Lowland)

48

가뭄에 취약한 토양(Drought Prone)

12

담수토양(Submerged)

9

천수답이 불리한 지대
(Unfavorable rainfed area)

계

심수답(Deep-water)

5

염해토양(Salt-affected)

3

고지대(Upland)

3
100

자료: MOAI(2015, p. 23)을 토대로 저자 작성.

미얀마의 쌀 생산은 전 국토에서 이루어지지만, 주요 쌀 산지는 에야와디
(Ayeyawaddy Division), 바고(Bago Division), 사가잉(Sagaing Division),
양곤(Yangon Division) 등이다. 특히 에야와디, 양곤, 바고가 위치하고 있는
미얀마 남서부의 대규모 에야와디 델타(Ayeyawaddy Delta)지역은 전체 면
적이 3만 5,032㎢에 달하는 미얀마의 대표적 미작지대(Rice Bowl)로서
2015/16년 기준으로 미얀마 전체 쌀 생산량의 52.6%를 담당하고 있다.23)
에야와디 델타지역은 여름과 몬순 말기에 해수침입과 홍수 문제가 있는
몇 구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벼를 경작하기 유리한 토양으로 되어 있다. 연
강우량의 90% 이상이 5월 중순과 11월 중순 사이에 집중되며, 델타지역의
지역별 연평균 강우량은 북부 1,500~2,000mm, 남부 2,500mm, 남서부
3,500mm이다.24)
22) MOAI(2015), p. 23.
23) MoPF(2016), pp. 244-248.
24) MOAI(2015),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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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에서 보듯이, 미얀마의 쌀 생산은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이다. 쌀 수확면적은 2013/14년 705만 ha에서 2016/17년에
703만 ha로 0.3% 감소하였다. 하지만 동 기간 생산량은 1,195만 톤에서
1,265만 톤으로 약 5.8% 늘었고, 단위수확량도 2013/14년 2.65ha에서
2016/17년에 2.81ha로 증가하였다. 미국 농업부에 따르면 2017/18년에
미얀마 쌀 생산량은 정곡 기준으로 1,29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25)

표 2-4. 미얀마의 쌀 생산 현황(2013~18년(p))
(단위: 천 ha, 천 톤, %)
구분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p)

전년대비

수확면적

7,050

7,040

6,900

7,030

7,100

1.0%

생산량

11,957

12,600

12,160

12,650

12,950

2.4%

2.65

2.80

2.75

2.81

2.85

1.4%

단위 수확량

주: (p)는 전망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 p. 13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로 생산되는 쌀 곡종은 장립종이 56~60%, 중립종 및 단립종이 40~44%
를 차지한다.26) 쌀 생산면적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나, 수도 네피도 및 7
개 주와 7개 관구에서 모두 쌀 생산이 이루어진다. 쌀 수확면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5/16년을 기준으로 미얀마의 최대 쌀 생산지인 에야와디가
203만 ha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바고 121만 ha, 사가잉 86만 ha의 순으
로 많은 재배면적을 기록하였다. 반면 북부와 동부 산악지형에 위치한 카야
와 친 지역은 2015/16년 기준으로 쌀 경작면적이 각각 3.8만 ha와 3.6만
ha로, 수도 네피도(7.2만 ha)와 함께 가장 적게 쌀을 재배하는 지역이다.
에야와디 지역의 경우 2011/12년에서 2015/16년 사이 쌀 재배면적이 10
만 ha(5.8%) 증가한 반면, 샨, 마궤이, 만달레이 등 지역은 지속적으로 쌀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1/12년 대비 2015/16년 쌀 재배
25) USDA PSD Online(검색일: 2018. 6. 12).
26)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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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샨이 11%, 마궤이는 18%, 만달레이는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그림 2-6 참고).

그림 2-6. 지역별 쌀 수확면적 변화 추이(2011~16년)
(단위: 천 ha)
네피도
카친
카야
카인
친
몬
라카인
샨
사가잉
타닌타리
바고
마궤이
만달레이
양곤
에야와디
0

500
2011/12

1000
2012/13

1500
2013/14

2000
2014/15

2500
2015/16

주: 미얀마의 회계연도는 당해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임.
자료: MoPF(2016, pp. 244-24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상품 및 소득작물 생산
미얀마의 상품작물로는 벼 외에도 옥수수, 녹두류, 땅콩, 비둘기콩
(Pigeon Pea), 병아리콩, 사탕수수, 참깨, 양파, 목화 등이 있다. [표 2-5]
를 살펴보면, 2015/16년 기준으로 곡물류에서는 쌀이 가장 생산량이 많다.
유지작물 중에서는 땅콩의 생산량이 가장 많고, 콩류에서는 흑녹두, 녹두가
가장 많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작물의 경우 사탕수수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기타에서는 양파가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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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품목별 주요 재배 농산물의 경작면적 및 생산량 현황(2015/16년)
(단위: 천 ha, 천 톤)
품목

파종면적
쌀(Paddy)

곡물류

유지작물

콩류

산업작물

기타

플랜테이션
작물

수확면적

생산량

7,212

7,098

28,209

옥수수(Maize)

472

470

1,777

수수(Sorghum)

238

238

244

밀(Wheat)

96

96

182
1,548

땅콩(Groundnut)

955

952

참깨(Sesamum)

1,640

1,611

943

해바라기씨(Sunflower)

466

466

460

기름야자(Oil Palm)

158

44

123

흑녹두(Black Gram)

1,133

1,133

1,671

녹두(Green Gram)

1,210

1,209

1,595

비둘기콩(Pigeon Pea)

648

647

881

병아리콩(Chick Pea)

373

373

581

대두(Soy Bean)

149

148

226

술타피야콩(Sultapya)

111

111

137

흰강낭콩(Butter Bean)

67

67

92

완두(Gargen Pea)

55

55

73

사탕수수(Sugarcane)

162

162

10,305

목화(Cotton)

291

291

521

공작야자(Toddy Palm)

70

66

380

고무(Rubber)

212

651

281

버지니아 담배(Virginia Tobacco)

3

3

4

식물섬유(Jute & Fibers)

1

1

1

양파(Onion)

77

77

1,264

감자(Potatoes)

37

37

569

마늘(Garlic)

28

28

212

고추(Chilli)

110

110

129

차(Tea)

237

209

99

커피(Coffee)

20

12

8

주: 미얀마의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임.
자료: MOALI(2016, pp. 35-47); MoPF(2016, pp. 238-24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과일의 경우 2015/16년 기준으로 망고가 가장 넓은 경작면적과 많은 생
산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재배면적이 넓은 작목은 캐슈넛이며,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과일은 오렌지이다(그림 2-7 참고).
채소의 경우 토마토가 가장 넓은 경작면적과 많은 생산량을 보였다. 그
다음이 양배추, 꽃양배추, 겨자 순으로 나타난다(그림 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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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미얀마의 주요 재배 과일과 생산 현황(2015/16년)

100

망고(Mango)
오렌지(Orange)
대추(Jujube Plum)
파인애플(Pine-apple)
타마린드(Tamarind Tree)
만백유(Pummelo)
캐슈넛(Cashew nut)
레몬(Lemon)
두리안(Durian)
포도(Grape vine)
커스터드 애플(Custard Apple)
자두(Plum)
배(Pear)
호두(Walnut)
리치(Lichi)
사과(Apple)
딸기(Strawberry)
밤류(Hog Chestnut)

495

16

352

22

328

25

254

19

148

7
69
21
10
2
4
2

90
89

56

35
21
20

18

1

14
4
13
3
10
5
4
0.1
2
0.2
0.5

0

경작 면적 (단위: 천 ha)

100

200

생산량 (단위: 천 톤)

300

400

500

주: 경작지 면적은 파종면적을 의미.
자료: MOALI(2016, pp. 75-8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8. 미얀마의 주요 재배 채소 및 생산 현황(2015/16년)

토마토(Tomato)

114

양배추(Cabbage)

1320

31

꽃양배추(Cauliflower)

28

겨자(Mustard)

36

무(Radish)

23

호리병박(Bottle Gourd)

24

수박(Water Melon)

490
395
274
273
271

22

양상추(Lettuce)

12

비트(Beet of Beet Root)

2
15
0.6
3

아스파라거스(Asparagus)
0

271
90

경작 면적 (단위: 천 ha)

200

400

600

800

1000

생산량 (단위: 천 톤)

1200

1400

주: 경작면적은 파종면적을 의미.
자료: MOALI(2016, pp. 75-8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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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에서 나타나 있듯이, 미얀마에서 가장 재배면적이 넓은 상품작물
은 콩류Ⅰ로 전체 면적이 275만 9,999ha다. 그 다음 작물로는 사탕수수,
콩류Ⅱ, 참깨, 땅콩 순으로 나타났다. 콩류Ⅰ의 경우, 바고 관구 지역의 파
종면적이 가장 넓으며, 에야와디, 사가잉 관구 순으로 재배면적이 넓다. 사
탕수수는 사가잉 관구에서 가장 경작면적이 넓으며, 다음으로 샨 주, 바고
관구 순으로 재배면적이 넓다. 콩류Ⅱ는 사가잉 관구, 참깨는 마궤이 관구,
땅콩은 사강잉 관구 등에서 주로 재배된다.

표 2-6. 미얀마의 주요 작물별 주산지와 파종면적(2015/16년)
(단위: ha)
순위
작물

국가 전체
재배 면적

1위

2위

3위

옥수수

466,456

샨 주
(232,731)

사가잉 관구
(84,350)

마궤이 관구
(37,921)

밀

95,191.2

사가잉 관구
(70,781)

샨 주
(15,488)

만달레이 관구
(7,956)

땅콩

943,583

사가잉 관구
(304,817)

마궤이 관구
(202,098)

만달레이 관구
(160,078)

참깨

1,511,919

마궤이 관구
(534,970)

사가잉 관구
(414,504)

만달레이 관구
(396,953)

콩류Ⅰ

2,759,999

바고 관구
(762,023)

에야와디 관구
(607,954)

사가잉 관구
(447,750)

콩류Ⅱ

1,571,828

사가잉 관구
(798,066)

마궤이 관구
(429,570)

만달레이 관구
(361,524)

담배

15,708

만달레이 관구
(6,063)

마궤이 관구
(3,061)

라카인 주
(1,810)

사탕수수

160,034

사가잉 관구
(67,427)

샨 주
(37,853)

바고 관구
(21,844)

차 류

94,630

샨 주
(80,202a)

만달레이 관구
(6,850)

사가잉 관구
(3,686)

목화

287,863

마궤이 관구
(140,026)

만달레이 관구
(90,054)

사가잉 관구
(46,789)

고무

642,971

몬 주
(196,440)

타닌타리 관구
(137,220)

카인 주
(106,728)

주: 1) 콩류Ⅰ(Black Gram, Green Gram, Cow Pea, Sultani, Sultapya, Rice Bean, Duffin Bean, Lablab Bean),
콩류Ⅱ(Lima Bean, Lentil Bean, Krishna Mung, Butter Bean, Pelun, Pigeon Pea, Garden Pea, Chick
Pea, Soy Bean).
2) 미얀마의 회계연도는 당해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임.
자료: MoPF(2016, pp. 244-267)을 통해 저자 작성.

50 •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4) 축산업
미얀마의 축산업은 농업생산을 위한 동력 또는 농촌 교통수단으로 활용
되며 식량인 동시에 소득원으로서 미얀마 농업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
당한다. 미얀마의 주요 사육 가축은 소, 물소, 돼지, 가금류, 양, 염소 등으
로 소를 기르는 농장은 주로 중앙 건조지역에 밀집하여 미얀마 전체 소 사
육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몇몇의 현대화된 가금류 생산조직을 제외
하면 미얀마의 가축 사육 시스템은 대부분 방사형으로서 가축 사육 집약도
가 낮다.27)
미얀마의 가축 사육두수와 축산물 생산량은 농작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소와 물소 사육두수는 각각 연평균 6%, 5%씩 증
가하였으며, 양과 염소의 사육두수는 연평균 26%, 돼지는 연평균 24%씩
증가하여 모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가축 중에서도 가금류가 가장 높은 성
장률을 보여, 2000년에 약 4만 7,000마리에서 2015년 31만 8,000마리로
15년 동안 사육규모가 6.67배 증가하였다(표 2-7 참고).

표 2-7. 미얀마 주요 가축 사육두수의 변화 추이(2000~16년)
(단위: 천 두)
구분

2000/01 2005/06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소

10,982

12,150

13,609

14,088

14,559

15,046

15,543

16,574

물소

2,441

2,710

2,977

3,097

3,211

3,321

3,426

3,641

양 및 염소

1,807

2,437

4,084

4,706

5,370

6,124

6,945

8,770

돼지

3,974

5,786

9,416

10,497

11,600

12,725

13,932

16,541

가금류

47,755

오리

6,556

9,271

14,051

15,507

16,941

18,442

20,128

23,662

902

1,439

1,751

1,966

2,182

2,441

2,735

3,466

칠면조 및 기타

84,829 156,407 176,839 196,641 219,377 258,194 318,530

자료: MoPF(2016, p. 290)을 통해 저자 작성.

27) ADB(2015),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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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육두수의 증가에 따라 축산물의 생산량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다.
[표 2-8]을 보면, 전체 육류 생산량은 2000/01년 기준 약 44만 2,000톤에
서 2015/16년 약 291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생산량은 많지 않지만
양고기의 생산량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다음으로 소고기, 가금류, 달걀의
순으로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품목별 생산량을 보면 가금류가
약 150만 톤으로 전체 육류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86만 톤, 소고기 36만 톤의 순으로 비중이 높다.

표 2-8. 주요 축산물의 생산량 추이(2000~16년)
(단위: 천 톤, 백만 개)
구분

2000/01

2005/06

2010/11

2014~/15

2015/16

증가율
(2014년 대비)

전체 육류

442.91

1,091.07

1,941.91

2,710.05

2,912.52

7.47%

소고기

70.52

127.28

229.59

323.65

355.66

9.88%

양고기

11.39

21.32

41.09

66.14

76.74

16.02%

돼지고기

117.62

325.04

573.52

817.44

859.36

5.12%

가금류

212.49

553.16

995.37

1,383.29

1,496.70

8.19%

달걀

2,842

4,396

7,828

10,766

11,617

7.9%

주: 달걀은 닭과 오리의 알을 합산하였음.
자료: MoPF(2016, p. 29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5) 산림업
미얀마의 임목축적량은 2010년 FAO 세계산림자원평가 기준 14억 3,000
만 ㎥이며, ha당 축적량은 45㎥이다. 미얀마의 산림은 천연림이 10%, 천연
갱신림이 87%, 조림지가 3%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산림자원은 천연갱신림
에 속한다. 또한 미얀마의 전체 산림은 국가가 소유하는 공유림이다.28)
미얀마 정부의 산림관리 소관부처는 천연자원환경보전부(MONREC: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로
28) 산림청, 「주요국가 임업현황」(http://www.forest.go.kr, 검색일: 2018. 6. 3)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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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에는 산림청, 건조지역녹화청, 목재공사 등의 조직이 있다. 미얀마 정부
는 1995년부터 사회, 환경 및 경제를 위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칙으로 산림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토양, 수원, 야생동식물,
생물다양성, 환경 전반에 대한 보호와 산림자원의 지속성, 국민들의 기본적
인 욕구 충족, 사회 환경적으로 안정화된 방향으로의 산림경제의 잠재적 이
용 효율화, 산림보전과 이용에 대한 국민참여, 산림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9)
미얀마의 조림활동은 산림 훼손지를 복원하거나 목재수요 보충을 위해 이
루어지는데 목재를 통한 이윤 창출이 주된 목적이다. 연간 면적 1만 5,000ha
에서 3만 ha의 조림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미얀마의 티크 수출은 약
27만 톤으로 전체 수출액의 10%를 차지하며, 기타 활엽수종 수출은 120만
톤 규모이다. 2013년 기준 미얀마의 벌목량은 150만 ㎥로 자연림 벌채로
인해 목재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30)

다. 농산물 유통 및 교역
1) 농산물 유통
미얀마의 농산물 유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농가에서 산지 시
장으로 수집상이 농산물을 반출하면 소비지 시장의 도매업자들이 대량으로
농산물을 구입해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수집상이 산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지 시장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있
다. 셋째는 소비지 시장 도매업자가 직접 산지를 방문하거나 산지 중개인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순회 수집하는 방식이다.31) 이와 같이 미얀마의 유통구
조는 농가와 산지 시장, 소비지 시장, 노점상 등의 사이에서 수집상이 유통
29) ibid.
30) 구창덕 외(2013), pp. 560~562.
31) 한국국제협력단(2015),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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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물류를 주도하는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형태이다. 이는 역사적·자연적으
로 발달한 유통경로로 미얀마 농산물 유통구조의 90%를 차지한다. 효율성
과 효과성이 비교적 높은 근대적인 유통구조는 10%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주로 가공용 농산물이 판매되는 구조이며 일부 규모화·체인화된 소매점이
주도하는 유통경로이다(그림 2-9 참고).32)

그림 2-9. 미얀마 농산물 유통구조 및 유통단계별 비중
50%

수집상

산지
농가

수집상

슈퍼마켓

도매시장

산지시장

수집상

50%

1차 도매
(수집, 분산)

40%

호텔
레스토랑

10%

2차 도매
(분산, 소매)

60%

소비자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5), p. 25.

미얀마의 농산물 유통에서 산지단계의 가격은 주로 도매업자가 결정한다.
또한 전통적인 유통구조와 수집, 중계, 분산의 전형적인 시장체계에서 산지
시장의 도매업자와 소비지 시장의 도매업자 사이에 중간수집상이 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중간업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행동양식이 농산물 가
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농민
또는 도소매업자와 같은 시장의 여러 경제주체들이 거래가격의 투명성과 대
금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33)

32) Ibid., pp. 26~27.
33) Ibid., pp.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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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양곤의 농산물 도매시장

자료: 현지 방문 사진(방문일: 2018. 7. 2)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미얀마의 주요 쌀 생산지 중 하나인 사가잉(Sagaing) 지역에서 양곤 지
역까지 자동차로 약 8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미얀마 지방 국도의 열악한 인
프라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과 전통적인 농산물 유통경로가 90% 이
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통해 농산물 생산지와 소비지가 물리적인 거리 이상
으로 긴 유통경로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4)
미얀마 목재산업은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산하 목재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목재공사는 목재 가공과 판매를 담당하는데 목재공사는 민영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목재공사 국내가공판매부는 티크 제재소 2개(생산
능력 2만 1,628㎥), 활엽수종 제재소 73개(생산능력 71만 4,652㎥)을 운영
하고 있다. 목재공사 수출가공판매부는 티크 제재소 9개(생산능력 21만
8,064㎥)를 운영하고 있다. 목재공사 목재산업부는 합판공장 4개, 베니어
공장 2개, 가구공장 8개, 몰딩공장 3개를 운영하고 있다(총 티크 생산능력
4만 4,640㎥, 기타 활엽수 생산능력 20만 8,800㎥). 베니어 및 고품질 제
재목용 목재는 원목형태로 수출하고 저품질 원목은 제재소, 합판공자, 베니
어판 공장, 가구공장, 몰딩공장에서 사용된다. 이외에도, 국내 원목 유통을
위해 공개경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35)

34) 한국국제협력단(2015), p. 27.
35)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2016), pp.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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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식품 수출입
2016년 기준 미얀마의 농식품 총 수출액은 약 38억 달러, 총 수입액은
약 2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액 기준 상위 농식품 수출품목은 곡물, 채
소, 당류·설탕과자,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 과실·
견과류, 연초류, 커피·차·향신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기준 상위
농식품 수입품목은 당류·설탕과자, 동식물성 유지, 기타조제 식료품, 곡물·
곡분의 조제품,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 제분공업생산품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육류, 채소, 과실·견과류, 곡물, 기타식물성생산품 등은 수출이 수
입보다 많은 품목이다.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와 제분공업생산품, 동식물성
유지, 낙농품 등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다. 이와 같이 미얀마는 부가
가치가 낮은 농산물 원재료를 주로 수출하고, 이를 해외에서 가공하여 부가
가치가 높은 농식품이나 조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2-9 참고).

표 2-9. 미얀마의 농식품 수출입 현황(2017년)
(단위: 천 달러)
HS

품목

수출액

수입액

01

산동물

6,538

3,060

02

육류

6,046

9,467

04

낙농품

4,383

68,714

05

기타동물성생산품

6,906

33,447

06

산수목·꽃

1,817

2,594

07

채소

940,327

57,793

08

과실·견과류

247,632

53,756

09

커피·차·향신료

10

곡물

11

제분공업생산품

12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

13

식물성 액즙

14

기타식물성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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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6

14,917

1,337,887

47,788

1,456

138,807

307,629

39,445

78

1,564

5,432

40

HS

품목

15

동식물성 유지

16

육류·어류 조제품

17

당류·설탕과자

수출액

수입액

2,001

685,233

798

7,527

820,182

860,669

18

코코아

184

6,339

19

곡물·곡분의 조제품

3,487

192,316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2,155

9,510

21

기타조제식료품

3,791

273,078

22

음료·주류·식초

5,969

94,733

23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

24

연초류
농식품 계

901

183,159

60,316

64,325

3,804,931

2,848,281

주: 농식품은 HS 01~24류(03 어류 제외).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6. 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10. 미얀마 농산품 수출입 대상국 교역 규모 및 비중(2017년)
(단위: 천 달러, %)
수출

수입

순위

수출국

비중

순위

수입국

1

중국

2,324,878

61.1

1

인도네시아

610,736

21.4

2

인도

493,779

13.0

2

태국

552,256

19.4

3

방글라데시

97,258

2.6

3

인도

352,901

12.4

4

태국

92,217

2.4

4

말레이시아

229,875

8.1

5

벨기에

69,011

1.8

5

브라질

221,656

7.8

6

파키스탄

62,751

1.6

6

중국

126,990

4.5

7

싱가포르

62,308

1.6

7

호주

122,418

4.3

8

코트디부아르

59,077

1.6

8

싱가포르

94,424

3.3

9

스리랑카

51,949

1.4

9

미국

73,779

2.6

10

인도네시아

51,308

1.3

10

우크라이나

56,050

2.0

14

한국

28,819

0.8

23

한국

10,429

0.4

-

기타

411,576

10.8

-

기타

396,767

13.8

3,804,931

100

2,848,281

100

합계

수출액

합계

수입액

비중

주: 농식품은 HS 01~24류(03 어류 제외).
자료: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18. 6. 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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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최대 농산품 수출국은 중국으로 2017년 기준 약 23억 달러로
전체 농산품 수출액의 61.1%를 차지하였다. 미얀마가 중국 다음으로 농산
품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인도(4.9억 달러, 13.0%), 방글라데시(9,700만
달러, 2.6%), 태국(9,200만 달러,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얀마의 농산품 수출은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편 농산품 최대 수입국은 인도네시아로 2017년 기준 6.1억 달러 수준이었
으며 이는 미얀마 전체 농산품 수입액의 21.4%에 해당한다. 그 다음 수입
대상국으로는 태국(5.5억 달러, 19.4%), 인도(3.5억 달러, 12.5%), 말레이
시아(2.3억 달러, 8.1%) 등의 순으로 수출에 비해 수입 상대국이 비교적 고
르게 나타난다.
미얀마의 대한국 농산품 수출액은 약 2,8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0.8%에 해당하고, 대한국 농산품 수입액은 1,000만 달러(전체 수입액의
0.4%)로 한국과 미얀마 농산물 교역규모는 작은 편이다(표 2-10 참고).
2017년 기준 미얀마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곡물(HS코드: 10)로 8.5
억 달러(37%)였고, 다음으로 당류설탕과자(HS코드: 17), 채유용 종자·과실
등(HS코드: 12)이 많이 수출되었다. 인도로 수출되는 품목은 채소(HS코드:
7), 과실·견과류(HS코드: 8), 연초류(HS코드: 24) 순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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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미얀마 농산품 수출 주요 국가 품목 구성(2017년)
(단위: 천 달러, %)
1순위
국가

2순위

3순위

그 외

합계
(비중)

HS

수출액
(비중)

HS

수출액
(비중)

HS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중국

10

859,385
(37.0)

17

816,299
(35.1)

12

215,260
(9.3)

433,933
(18.7)

2,324,878
(100)

인도

7

449,933
(91.1)

8

31,002
(6.3)

24

4,578
(0.9)

8,266
(1.7)

493,779
(100)

방글라데시

10

77,887
(80.1)

7

13,443
(13.8)

9

3,081
(3.2)

2,847
(2.9)

97,258
(100)

태국

12

33,024
(35.8)

24

23,184
(25.1)

7

18,139
(19.7)

17,870
(19.4)

92,217
(100)

벨기에

10

67,686
(98.1)

7

930
(1.3)

12

316
(0.5)

79
(0.1)

69,011
(100)

파키스탄

7

59,982
(95.5)

8

1,541
(3.5)

14

579
(0.9)

649
(0.1)

62,751
(100)

싱가포르

7

21,818
(35.0)

10

13,455
(21.6)

24

11,763
(18.9)

15,272
(24.5)

62,308
(100)

코트디부아르

10

59,068
(100)

5

9
(0.0)

-

-

-

59,077
(100)

스리랑카

10

38,672
(74.4)

7

13,024
(25.1)

8

107
(0.2)

146
(0.3)

51,949
(100)

인도네시아

7

30,166
(58.8)

10

12,959
(25.3)

12

4,660
(9.1)

3,523
(6.9)

51,308
(100)

한국

12

16,685
(57.9)

7

7,422
(25.8)

21

1,061
(3.7)

3,651
(12.7)

28,819
(100)

주: 농식품 HS코드는 순서대로 01: 산동물, 02: 육류, 04: 낙농품, 05: 기타동물성생산품, 06: 산수목·꽃, 07: 채소, 08:
과실·견과류, 09: 커피·차·향신료, 10: 곡물, 11: 제분공업생산품, 12: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
13: 식물성 액즙, 14: 기타식물성생산품, 15: 동식물성 유지, 16: 육류·어류 조제품, 17: 당류·설탕과자, 18: 코코아,
19: 곡물·곡분의 조제품,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21: 기타조제식료품, 22: 음료·주류·식초, 23: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 24: 연초류임(단: 03 어류 제외).
자료: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18. 6. 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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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대중국 곡물류 수출 상위 10개국(2017년)
(단위: 백만 달러)
1,863

1,510

1,022

544

494

101

호주

미국

베트남

태국

캐나다

94

캄보디아 파키스탄

78

57

51

라오스

미얀마

프랑스

자료: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18. 8. 3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2. 대인도 당류·설탕과자류 수출 상위 10개국(2017년)
(단위: 백만 달러)
1,430

998

532

179

호주

캐나다

미얀마

러시아

104

미국

64

53

중국

루마니아

30

21

프랑스 우즈베키스탄

10

독일

자료: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18. 8. 3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1]과 [그림 2-12]를 보면 미얀마의 대중국, 대인도 농산품 수출
경쟁국은 캄보디아, 파키스탄, 라오스, 러시아, 프랑스 등으로 파악된다. 미
얀마 농산품의 최대 수출국가인 중국이 곡물(HS코드: 10)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호주와 미국으로 2017년 각각 18억 달러, 15억 달러를 수입하였다.
미얀마는 중국의 곡물 수입국 중 9위에 위치하며 수입규모가 비슷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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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프랑스, 라오스, 파키스탄 등이 있다. 미얀마가 중국 다음으로 농산품
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인도의 당류·설탕과자(HS코드: 17) 주요 수입국은
규모 순으로 호주, 캐나다, 미얀마, 러시아 등이다. 이를 통해 미얀마의 농
산품 수출 경쟁국은 캄보디아, 파키스탄, 라오스, 프랑스, 러시아 등으로 파
악된다.

표 2-12. 미얀마 농산품 수입 주요 국가 품목 구성(2017년)
(단위: 천 달러, %)
1순위
국가

2순위

3순위

그 외

합계
(비중)

HS

수입액
(비중)

HS

수입액
(비중)

HS

수입액
(비중)

수입액
(비중)

인도네시아

15

553,643
(90.7)

19

29,274
(4.8)

21

8,256
(1.4)

19,561
(3.1)

610,736
(100)

태국

17

259,558
(47.0)

21

95,491
(17.3)

22

71,639
(13.0)

125,566
(22.7)

552,256
(100)

인도

17

283,535
(80.3)

23

36,759
(10.4)

5

8,788
(2.5)

23,817
(6.8)

352,901
(100)

말레이시아

15

108,361
(47.1)

21

48,163
(21.0)

19

27,843
(12.1)

45,507
(19.8)

229,875
(100)

브라질

17

148,478
(67.0)

24

40,741
(18.4)

23

23,169
(10.5)

9,267
(4.1)

221,656
(100)

중국

8

43,365
(34.1)

21

37,417
(29.5)

5

13,485
(10.6)

32,722
(25.8)

126,990
(100)

호주

11

95,169
(77.7)

10

13,982
(11.4)

4

5,187
(4.2)

8,078
(6.7)

122,418
(100)

싱가포르

19

41,769
(44.2)

21

37,365
(39.6)

24

4,768
(5.1)

10,521
(11.1)

94,424
(100)

미국

23

51,978
(70.5)

11

8,779
(11.9)

21

2,597
(3.5)

10,423
(14.1)

73,779
(100)

우크라이나

17

24,475
(43.7)

7

21,476
(38.3)

23

7,390
(13.2)

2,708
(4.8)

56,050
(100)

한국

21

3,271
(31.4)

19

1,488
(14.3)

5

1,017
(9.8)

4,652
(44.5)

10,429
(100)

주: 농식품 HS코드는 01: 산동물, 02: 육류, 04: 낙농품, 05: 기타동물성생산품, 06: 산수목·꽃, 07: 채소, 08: 과실·견과류,
09: 커피·차·향신료, 10: 곡물, 11: 제분공업생산품, 12: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 13: 식물성
액즙, 14: 기타식물성생산품, 15: 동식물성 유지, 16: 육류·어류 조제품, 17: 당류·설탕과자, 18: 코코아, 19:
곡물·곡분의 조제품,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21: 기타조제식료품, 22: 음료·주류·식초, 23: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 24:
연초류임 (단: 03 어류 제외).
자료: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18. 6. 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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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농산품의 주요 수입국가는 [표 2-12]와 같다. 미얀마가 가장 농산
품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이며, 주요 품목별
수입액은 동식물성 유지(HS코드: 15)가 5억 5,000만 달러(90%), 곡물·곡
분의 조제품(HS코드: 19)이 3,000만 달러(5%), 기타조제식료품(HS코드:
21)이 800만 달러(1%) 등이다.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미얀마가 농산품을 많
이 수입하는 나라는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브라질 순이다.
미얀마에는 약 100여 개의 목재 관련 기업이 있다. 미얀마 목재임산물상
인회에 따르면, 미얀마는 연간 140만 톤의 티크 및 활엽수종을 생산하고
약 80만 톤을 수출하여 약 4억 달러 수익을 내고 있다. 미얀마는 티크원목,
제재목과 활엽수종 원목을 꾸준히 수출해왔으나(표 2-13 참고), 2014년 4
월에 티크와 활엽수종 원목 수출을 중단하였다.36)
표 2-13. 미얀마 목재 및 기타 활엽수종 내수 및 수출량(2007~15년)
(단위: 입방 톤)
내수
연도

티크
원목

2007~08

수출
활엽수종

제재목

원목

제재목

티크
원목

19,588 12,048 917,204 197,127 227,344

활엽수종
제재목

원목

제재목

3,465

651,762

-

2008~09

267,840

9,491 957,940 266,586 139,781

1,960

547,048

-

2009~10

289,901

9,950 955,705 324,721 163,146

3,615

800,883

-

2010~11

268,125 16,674 742,673 303,753 119,381

4,040

900,112

-

2011~12

221,345 27,225 871,554 262,904 285,544

6,926

850,619

-

2012~13

157,971 24,705 874,497 184,846 309,054

9,939

871,062

-

2013~14

62,174 25,742 573,232 201,313 367,376 10,609 1,118,540

-

2014~15

92,855 18,200 560,527

-

81,264 172,800

8,888

422,179

주: 내수 공급량 산정에는 제대소, 국내판매, 국경무역, 미얀마 현지지역 내 기타 유통 등을 포함함.
자료: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2016), p. 56.

미얀마는 총 목재 수출의 95% 이상을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데, 주요
교역국(총 목재 수출의 80%)은 인도, 태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6)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2016),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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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싱가포르는 미얀마에서 수입한 목재 대부분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반
면, 나머지 국가들은 내수 목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미얀마는 소량의 목재
를 유럽으로 수출하고, 미국으로는 거의 수출하지 않는다.37)

라. 농지 및 농업 인프라
1) 농지이용
미얀마 경지의 이용형태를 보면 [그림 2-13]과 같다. 2014년 기준 경지
면적(파종)은 1,187만 ha로서 전체 국토의 17.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휴
한지 면적이 46만 ha로서 전체 국토의 0.7%를, 재배 가능한 황무지 면적
이 528만 ha로서 7.8%를 각각 차지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산림과 기타 초지로서 보존 산림면적이 1,860만 ha(27.5%), 기타 산림면적
1,484만 ha(21.9%), 그리고 기타 초지면적 1,661만 ha(24.6%)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그림 2-13 참고).
그림 2-13. 미얀마의 국토 이용 현황(2014년)

경지 17%
기타 초지 등
22%

휴한지 1%
재배 가능한
황무지 8%

기타 산림 22%

보존 산림 27%

자료: MOAI(2014, p. 3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7) Ibid.,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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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독립 이후 1953년 토지개혁을 통해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국
가가 경작권을 농민에게 대여하였다. 이후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화 이행을
순차적으로 겪으며 토지소유 제도가 몇 번 변화하였고, 최근 2012년 제정
공포된 경작지, 휴한지 및 황무지에 대한 농지법(Agricultural Land Law)
과 농지경영법(Land Management Law)을 통해 미얀마 농민들은 토지소
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과거와 동일하게 토지는 국유화
되어 있으나, 농가와 영세농들이 현재 경영하는 토지를 공식 등록하면 소유
권이나 담보저당권을 보유할 수 있고, 상속권 임대소작도 가능하여 그 밖에
교환 및 기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국영기업체와 민간협회 등도 휴한지
나 신규 경지를 개발하여 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현대적인 대
규모 농기업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미얀마 정부는 소규모 영농에서 벗어
나 대규모 농경지 개발을 위해 국영회사 및 민간분야의 참여를 장려하고 개
발권을 대여하고 있다.38) 하지만 토지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미얀마 현지
인뿐이며, 여전히 유효한 ‘토지 공개념’ 원리39)로 인해 외국인 및 외국회사
의 경우 경작과 축산을 위한 토지 임대 및 운용이 쉽지 않다.40)

2) 관개 및 농업 기계화
미얀마는 인근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다.
2014년 기준 1인당 사용 가능한 담수는 약 2만 1,000㎥로 이는 주변 국가
인 방글라데시의 약 33배, 인도의 약 14배, 중국의 약 10배, 태국의 약 3
배이다(그림 2-14 참고). 또한 미얀마 주요 4개의 하천(The Ayeyarwady,
the Chindwin, the Sittaung, and the Thanlwin) 중에서 세 강은 수계
가 미얀마 국내로부터 발생하여 독점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얀마

38) 문헌팔, 조수연(2014), pp. 88~94.
39) 토지 공개념은 토지에 대해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다는 개념임.
40) 선진 미얀마 해외사무소 관계자 면담(방문일: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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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타국가(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태국)
들과 비교해 풍부한 수자원으로 상당한 농업 경쟁력을 지녔다.41) 하지만
[그림 2-14]를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미얀마의 담수 취수율은 약 3.3%
로 이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담수 취수율을 보여 현재 관개시
설 개발을 통한 수자원 이용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그림 2-14. 미얀마 및 인근 국가의 1인당 이용 가능 담수량 및 취수율(2014년)
(단위: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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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담수 취수율(Rate of Freshwater Withdrawal)은 내부수자원(internal resource) 대비 취수량을 의미함.
자료: World Bank Open Data(검색일: 2018. 7. 20).

미얀마 정부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988년 이후로 댐과 저수
지 건설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88년 이전 미얀마 전체 관개면적
은 54만 ha였으나,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40개의 관개 댐 건설사업
이 진행되었고 추가적으로 154만 ha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15 참고). 1988년 미얀마 정부가 관개농지 면적 증가를 위한 막대
한 예산을 투입한 후 관개면적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1988년
41) ADB(2015),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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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54만 ha 수준이던 관개면적이 2010년에 이르러 약 220만 ha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42)
그림 2-15. 미얀마 정부의 댐 건설사업 추이(2014년)
(단위: 개, 천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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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OAI(2014, p. 3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하지만 2000년 이후 농경지 확장 속도와 관개용수 이용이 가능한 경작지
의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보면, 2015/16년을 기준으로 15년 사이 관개용수
이용이 가능한 경작지 비중은 늘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즉 2000/01년 재
배면적 대비 관개면적 비중은 19.3%에서 2005/06년 19.6%로 그 비중이
소폭 늘었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5/16년에는 17.8%로 줄었다. 이는
2000/01년과 비교해 재배면적 대비 관개면적 비중이 15년간 총 1.5% 감소
한 것이다. 미얀마의 재배면적은 2000/01년 990만 9,000ha에서 2015/16
년 1,200만 7,000ha로 증가하여 2000/01년 대비 209만 8,000ha를 경작
지로 추가 사용하게 되었으나, 경작지 내 관개가능 면적은 2000/01년에
191만 ha에서 2015/16년 약 213만 ha로 약 22만 ha 증가에 그쳐 재배면
적의 증가 추세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표 2-14 참고).
42) 한국국제협력단(2013),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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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미얀마 관개면적 변화
(단위: 천 ha, %)
연도

순 재배면적

관개면적

비율(%)

2000/01

9,909

1,910

19.3

2005/06

10,922

2,136

19.6

2010/11

12,020

2,292

19.1

2011/12

11,920

2,118

17.8

2012/13

11,840

2,115

17.9

2013/14

11,869

2,133

18.0

2014/15

11,986

2,170

18.1

2015/16

12,007

2,137

17.8

주: 순 재배면적은 불법 전용 농지(squatter)가 미포함됨.
자료: MoPF(2016, p. 23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미얀마의 주요 관개시설은 보, 저수지, 펌프시설, 관정(Tube Well) 등이
며 2015/16년 기준으로 정부가 설치한 관개시설은 전체 관개시설의 30%
수준이다. 관개지 중 수로나 탱크 또는 우물을 이용하지 않고 기타 수원을
이용하는 관개지는 전체 관개면적의 반 이상(53.5%)을 차지하였다. 정부
관개시설을 이용하는 관개지 면적은 2000/01년에 수로와 탱크를 합하여
57만 3,000ha에서 2015/16년 57만 4,000ha로 증가하였는데, 수로를 이
용하는 면적은 약 4% 증가한 반면 탱크를 이용하는 면적은 6% 감소하였
다. 민간 관개시설을 이용하는 관개지 면적은 2000/01년에 수로와 탱크를
합하여 26만 ha에서 2015/16년 약 27만 ha로 증가하였으며, 수로를 이
용하는 면적은 약 1.7%, 탱크를 이용하는 면적은 약 21% 증가하였다. 동
기간 관개지 수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우물은 8만 9,000ha에서 15만
ha로 2000년 대비 약 69% 증가하였으나 우물을 이용하는 관개지 면적은
2015/16년 기준으로 전체 관개면적의 7% 수준에 그치고 있다(표 2-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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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미얀마 관개지 수원면적 추이
(단위: 천 ha, %)
2000/01

구분

2010/11

2015/16

2000년
대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수로

359

18.8

396

17.3

373

17.5

3.9

탱크

214

11.2

235

10.2

201

9.4

-6.07

수로

242

12.6

257

11.2

246

11.5

1.65

탱크

19

1.0

41

1.8

23

1.1

21.05

89

4.7

154

6.7

150

7.0

68.54

기타 수원

988

51.7

1,210

52.8

1,143

53.5

15.69

전체 관개 면적

1,910

100

2,292

100

2,137

100

11.88

정부 관개
민간 관개
우물

자료: MoPF(2016, pp. 23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미얀마 정부가 추진한 농업 기계화는 식민지 시기부터 이루어지기 시작되
었다. 독립 후에는 본격적으로 경작지 확장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미얀
마 농지에 적용 가능한 농업기계 생산 및 배급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각 주
(State)와 민간 부문의 참여가 늘면서 농업 기계화와 장비 도입이 다양한 농
업 생산 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얀마에서 사용되는 농기계는 트랙터,
소형 트랙터, 경운기, 롤러보트(Cultivating Roller Boat), 컴바인(Combine
Harvester), 탈곡기, 이앙기 등이 있다. 2013/14년을 기준으로 미얀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계는 경운기로 25만 대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탈곡기를 5만 대 가량 이용하고 있다(표 2-16 참고).
표 2-16. 농업기계 및 도구 이용 현황(2013~14년)
구분
트랙터(Tractor)
소형 트랙터(Mini Tractor)
경운기(Powertiller)
롤러보트(Cultivating Roller Boat)
탈곡기(Threshing Machine)

개수
11,839
1,506
257,971
5,403
55,104

컴바인(Combine Harvester)

668

이앙기(Transplant Machine)

122

자료: MOAI(2014),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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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농기계들은 미얀마 농민들이 정부 산하 관련 기관을 통해 임대할
수 있으나 공급이 수요보다 한참 적은 수준이다. 따라서 개인 농기계 소유자
에게 에이커당 임대비용을 지불하고 대여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
인다. 현재 미얀마 농민들이 주로 사용하며 선호하는 농기계는 인근 국가인
태국과 일본 제품이 주를 이루며, 후자의 경우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지점을
통해 구매하거나 대여하고 지점을 통해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43)
미얀마 농업관개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14년까지 농업 기계화를 통해
작물 재배 집약도(Cropping Intensity)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1996/97
년 132.7%였던 경작강도가 2013/14년 161.1%로 약 28% 증가하였다.44)
작물 재배 집약도의 지속적인 상승 추이를 보면, 농업 기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미얀마의 농가 생산성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넓은 경지면적과 농가 호수를 고려할 때 미얀마의 농업 기계화는 아
직 초기 단계이다.45)

마. 농민조직 및 영농교육
1) 농민조직
미얀마의 대표적인 농민조직으로는 미얀마 농업농민연맹(AFFM: The
Agriculture and Farmer Federation of Myanmar)이 있다. AFFM은 미
얀마의 농업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생활권 보장을 위해 2011년에 설립된
농업 노동자 조직으로 식품 생산업, 목축업, 임업을 포함한다.46) 양곤, 바
고, 에야와디, 사가잉 등 11개의 주와 관구 내에 600여 지부를 두고 있으
며 농업 종사자와 소농들의 이익 보호 활동 및 교육,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43)
44)
45)
46)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미얀마 센터 관계자 면담 내용(방문일: 2018. 7. 3).
MOAI(2014), p. 46.
문헌팔, 조수연, 2014, p. 91.
AFFM 홈페이지(검색일: 2018. 11. 2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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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47) 마을 내 농민조직으로는 3~5명 단위의 작
목반 구성이 관찰되었으나 공동 영농활동이나 마을사업 등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48) 이와 같이 소농들의 개별적인 영농활동은 비교적 고
비용이 드는 농기계에 대한 접근과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어렵게 하여 소득
창출 및 농업생산성 증대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미얀마의 농민 생산자 단체의 역사는 사회주의국가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영 조직으로부터 시작한다. 농민 생산자 단체의 국영 조직화와 관련해
서는 1994년에 미얀마 국영목화양잠기업(MCSE: Myanmar Cotton and
Sericulture Enterprise), 미얀마 국영사탕수수기업(MSE: Myanmar Sugarcane
Enterprise), 미얀마 국영삼베기업(MJE: Myanmar Jute Enterprise), 그리고
미얀마 국영다년생작물기업(MCSE: Myanmar Perennial Crops Enterprise)
등 4개의 국영기업이 설립되었다. 이 국영기업들은 2007년 미얀마 국영농장
기업(MFE: Myanmar Farm Enterprise)과 통합되어 미얀마 국영산업작물
개발기업(MICDE: Myanmar Industrial Crops Development Enterprise)
으로 개편되었다.49)

2) 영농교육
미얀마 농업국(DOA: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영농교육부서
(Extension Division)는 농축산관개부(MOALI: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 산하의 행정조직으로 농업국 안에서 농업교육
을 담당하고 있다. 미얀마 농축산관개부(MOALI) 조직도는 [그림 2-16]과
같다. 전체 직원 수는 7만 명 정도이며 농축산관개부는 농업 및 농업연구뿐
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 관개, 농업 기계화, 토지 기록(Record Land), 금융
등에 농업과 관련한 여러 업무를 맡는 미얀마의 중앙행정기관이다.
47) U Tint Lwin(2015), pp. 3-5.
48) 미얀마 농촌개발연수원(AERDTC) 시범 마을 인터뷰(방문일: 2018. 7. 4).
49) 미얀마 농촌개발연수원(AERDTC) ‘Agricultural Extension in Myanmar’ 워크숍 내용(방문일: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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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미얀마 농축산관개부(MOALI) 조직도(2016년)
장관
Union Minister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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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 Secretary

사무차관
Permanent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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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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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Rural
Development
수산정책국
Fisheries Department

협력대학
Cooperative
University

축산방역정책국
Livestock Breeding
and Veterinary Dept.

수출입협력기업
Cooperative Export
Import Enterprise

수의과대학
University of
Veterinary Science

`

관개수자원관리국
Dept. of Irrigation
& Water Utilization
Management
농업기계화국
Agricultural
Mechanization
Department
예진농업대학
Yezin Agricultural
University

축산유제품 기업
Livestock Foodstuff
and Milk Products
Enterprise

농지관리통계국
Dept. of Agricultural
Land Management
& Statistics
농업연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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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농업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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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Bank
*2017.4.1 기재부로
이관
자료: 허장 외(2017), p. 247.

미얀마 농업교육(Extension)의 발전사를 보면, 1906년 미얀마 농업국
(Department of Agriculture)이 창설된 이후 1954년에 농업국 영농 교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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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정책을 수행하는 농업농촌개발협력(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이 처음 개설되었다. 이 기관은 1972년 기존의 농업국과 농
촌농촌개발협력단, 토지이용원(Land Use of Bureau)과 통합되어 농업협력
단(Agriculture Corporation)이 되었고, 이후 1989년에 미얀마농업서비스
(Myanmar Agriculture Service)로 명칭이 바뀌었다. 2012년 미얀마 농업
서비스는 현재의 농업국(DOA)으로 재조직되었다가 2015년 미얀마 국영산
업작물개발기업(Myanmar Industrial Crops Development Enterprise)
을 합병하여 지금의 농업국 형태로 영농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20
년대부터 미얀마 농업국은 영농방문시스템, 전통적 농업교육시스템, 특수작
물생산 지역 조성, 농민 시범학교, 전반적 지역개발프로그램 등의 영농교육
활동을 자체적으로, 또는 UNDP 등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수행해왔다.50)
미얀마 내 영농교육과 관련된 애로사항으로는 영농교육서비스의 제한적
인 적용 범위와 농업교육 전문인력 부족, 농민중심의 제도적 서비스 부족,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부족 및 체계적 지원 부족, 농민을 위한 농
산물 수요 공급 및 시장가격에 관한 정보 전달 메커니즘 부재, 낮은 ICT 기
기 접근성, 가치사슬 단계 간 취약한 연결성 등이 꼽힌다.51) 미얀마가 농업
연구국(DAR), 예진농업대학교 등의 많은 연구교육기관을 통해 농업기술 진
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아직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과
농업교육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은 농촌인구의 삶의 질 개선이나 생산성 증
대가 더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52)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 농축산관개부는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원조 공여국과 더불
어, 식량농업기구(FAO)와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얀마 농축산관개부(MOALI)가 운영 중인 미얀
마 농촌개발연수원(AERDTC: Agricultural Extension Rural Development
50) 미얀마 농촌개발연수원(AERDTC) ‘Agricultural Extension in Myanmar’ 워크숍 내용(방문일:
2018. 7. 4).
51) Ibid.
52)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 미얀마 사무소 관계자 면담 내용(방문일: 201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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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Center)은 미얀마 내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영농지도, 농촌개발연
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은 예진농업대학교와 협력
하여 단기 전문가 파견 및 예진농업대학 역량 강화사업(시스템관리, 행정,
교육부문)을 진행하고 있다.53)

2. 미얀마의 개발협력정책과 농림업 개발수요
본 장에서는 미얀마 개발지원정책(DAP: Development Assistant Policy)
과 지속가능개발계획(MSDP: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을 통해 미얀마의 장기적인 개발 비전 및 목표, 파트너십 원칙, 개발협력 수
원체계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얀마 정부의 농림업 정책과
개발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개발전략(ADS: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내 부문별 개발수요와 미얀마 산림정책 및 산림분야 개발협력 사
례를 검토하였다. 종합적으로는 미얀마 농림업 개발 정책 및 전략과 미얀
마 현지조사를 통해 미얀마 농림업 정책에 따른 부문별 개발수요를 정리
하였다.
먼저 미얀마의 개발협력 수원체계는 크게 정부기관, 연구기관, 정부와 개
발파트너 간 공동 협의체 및 포럼, 협업 파트너 그룹, 연례 개발 효과성 포
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기관은 미얀마 경제위원회(EC: Economic
Committee)와 대통령실, 의회(The Hluttaw), 원조사업심의위원회(DACU:
Development Assistance Coordination Unit), 외무부, 기획재정부, 프로
젝트평가진행보고부(PAPRD: Project Appraisal and Progress Reporting
Department), 기타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 등이다.54)
미얀마 경제위원회(EC)는 미얀마 경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담
당하고 있는 미얀마 내각 내 분과위원회이며, 위원장은 아웅 산 수찌 국가
53) 미얀마 농촌개발연수원(AERDTC) 관계자 면담 내용(방문일: 2018. 7. 4).
54) MoPF(2018), pp.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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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State Counsellor)이다. 격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내각 구성원
의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개발협력 사항을 논의한다.55)
DACU는 개발지원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EC에 의견을 권고하며, 전반적
인 개발협력 진행상황 평가, 전략 분석, 국가 시스템 강화에 대한 지원 평
가 등을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수원총괄기관으로 산하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부서만 4개
국(Department)이 있다. 이 중 대외경제협력국(FERD: 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은 개발협력 관련 행정 총괄과 미얀마 정부 측과
공여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돕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56)
PAPRD는 미얀마 기획재정부와 함께 50억 짯57)(약 300만 달러) 이상 규
모의 정부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정부기관에 결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얀마 개발협력 관련 싱크탱크로 미얀마의 경
제정책 수립 및 경제발전을 연구하는 미얀마 개발연구소(MDI: Myanmar
Development Institute)가 있다. MDI는 PAPRD 및 FERD와 함께 DACU
가 지시하는 개발지원 이니셔티브의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58)
미얀마 개발협력 수원체계의 한 부분인 미얀마개발협력포럼(MDCF:
Myanmar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은 미얀마 정부와 개발파
트너 간 개발정책과 재원조달에 관한 협의 기반을 구축하는 장으로 기능하
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2013년부터 연례적으로 MDCF을 개최하였다.59)
DAP에 따르면 MDCF은 정부-개발파트너 간의 대화와 더불어 DAP 원칙
이행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활용될 예정이다.60)

55)
56)
57)
58)
59)
60)

Ibid., p. 22.
Ibid., pp. 22-23.
미얀마 화폐 단위, Kyat.
MoPF(2018), pp. 24-25.
관계부처합동(2016), p. 16.
Ibid.,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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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지원정책(DAP: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미얀마는 개혁개방 이후 다자 및 양자 개발협력, UN 산하 국제기구 활
동, 개발원조 펀드 및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활발히 받아들이
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지
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미얀마 기획재정부(MoPF) 산하 대외경제
협력국과 DACU를 통해 2018년 1월 미얀마 개발지원정책(DAP)을 발표
하였다.
DAP은 총 1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개발원조의 목표 및 비전, 개
발협력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 원칙을 제정한 것이다. DAP
는 미얀마 정부의 개발협력 수원체계, 승인절차, 행정절차 등 미얀마 개발
협력사업 계획 및 이행에 필요한 정보 또한 제공하고 있다.

1) DAP 목표
미얀마는 이제까지 양자·다자 간 및 국제연합 산하기관 및 국제 신용기
관 등의 지속적인 공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내의 개발협력 활동을 보장할
포괄적인 정책이나 지침이 부족하여 그간 개발협력의 승인 지연, 시행 제
한, 높은 거래비용 발생 등 다양한 애로를 겪어왔다고 밝히고 있다.61) 이에
따라, DAP의 목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국제 협약들을 반영한 포
괄적인 개발협력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더불어 개발협력 활동의 설계, 협
상, 승인 및 이행의 과정이 투명하고 간소화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를 제
공하고자 한다(표 2-17 참고).

61) Ibi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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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미얀마 개발지원정책(DAP) 목표
구 분
y

국가, 하위 국가, 섹터 부분의 개발 우선순위 및 관련 국제 협약 연계

y

미얀마의 국가적 계획 및 예산 편성 과정의 조화

y

결과 주도적, 혁신적이고 투명하며 상호 책임질 수 있는 방식의 진행

y

모든 수준에서 미얀마의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의 진행

y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지지

자료: MoPF(2018, p. 1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개발협력 파트너십
DAP는 다양한 개발 관계자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원칙으
로 성과 중심, 평화, 협력, 효율성, 지속성, 상호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얀마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은 국제기관 및 단체는 연 2회 대외경
제협력국과 정부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해당 기관의 파트
너십 원칙 준수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62) 미얀마 정부기관마다 추가보고 요
구사항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으나, 특히 DACU는 효율성 원칙 준수를 권
장한다.63)

그림 2-17. 미얀마 개발지원정책(DAP)의 파트너십 6개 원칙

성과 중심

평화

협력

효율성

지속성

상호성

(Outcomes First)

(Do No Harm)

(Collaboration)

(Efficiency)

(Consistency)

(Reciprocity)

자료: MoPF(2018, p. 1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62) MoPF(2018), pp. 18-85.
63) Ibid.,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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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제시된 파트너십 성과 중심의 원칙은 개발협력의 정책과 절차
가 항상 다른 고려사항들보다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긍정적인 성과 달성을
지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여 해를 끼치지 않음을
말한다. DAP에 따르면 개발 지원은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분쟁 및 충돌을
예방하는 파트너십 설계와 실행을 통해 평화와 국가적 화해를 지지할 수 있
어야 한다. 다음으로, 협력 원칙은 정부기관과 개발협력 파트너 간의 긍정
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위해 보다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고, 문
제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효율성 원칙은 진행상
의 비효율적인 중복을 지양하고, 허가, 승인 및 보고와 같이 유사한 행정절
차는 가능한 지정 정부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을 뜻한다. 지속성 원칙은 DAP
에 포함된 프로세스들이 모든 정부기관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함을 내포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성 원칙이란 개발협력 파트너와 정부기관이 상
호적으로 DAP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의미한다.64)

나. 지속가능개발계획(MSDP)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MSDP: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은 포용, 혁신적인 경제성장,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정책기
관들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
간하는 미얀마 정부의 개발계획 보고서이다. 미얀마의 여러 이해 관계자들
과의 협의를 통해 미얀마 정부 산하 MDI가 초안을 작성 중이다.
MSDP는 3대 핵심영역(Pillar)과 5가지 목표(Goal), 28가지 전략(Strategy),
238가지 실천계획(Action Plan)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든 구성은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 미얀마 경제정책 12개항 및 메콩경제권(GMS: Greater
Mekong Subregion)의 전략구조(Strategic Framework)와 긴밀히 연계된
다. 또한 238가지 실천계획이 각각 미얀마의 어떤 정부 기관과 관계되어
64) Ibid.,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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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관련된 SDGs의 세부 목표(Target)는 무엇인지 고려하여 연계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8.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MSDP)의 기본 구조(Framework)
핵심영역1

핵심영역2

핵심영역3

평화와 안정

번영과 동반자관계

사람과 지구

목표1

목표2

목표3

평화, 국가적
화해, 안전 및
좋은 거버넌스

경제적 안정
및 거시경제
관리 강화

일자리 창출 및
민간 주도 성장

목표4
21세기
사회를 위한
인적자원 및
사회적 발전

목표5
자연자원 및
국가적 번영을
위한 환경

자료: MDI(2018, p. 1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8]을 보면 첫 번째 핵심영역은 정치적, 경제적 차원을 모두 아
우르는 평화와 안정(Peace & Stability)이다. 정치적 평화로서 국가적 화해
(National Reconciliation), 안전 및 좋은 거버넌스를 목표1로 두고 있으
며, 목표2는 경제적 안정 및 거시경제 관리 강화이다. 정치·사회적 평화를
위한 미얀마의 지속가능 개발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담화를 진행하
고 국가 내 구성원들과 함께 개발 실천계획을 지지할 프레임워크를 세우고
자 한다. 경제적으로는 적정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무역수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환율, 화폐 및 재정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세부 전략들
에는 미얀마 전체의 평화 증진 및 확보, 좋은 거버넌스와 제도적 성과 향상,
국민 참여 증대와 정부와의 열린 대화 활성화, 효율적인 환율 및 국제수지
관리, 인플레이션 감소 및 화폐 안정성 유지, 효율적인 공공재 배분 및 재
정관리 강화 등이 있다.65)
두 번째 핵심영역인 번영과 동반자관계(Prosperity & Partnership)는
일자리 창출, 민간주도 성장 및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다. 이는 국가적 번
영과 경제 발전이 사회구성원들의 발전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
65) MDI(2018), pp.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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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세부 전략으로는 농업 및 농촌 개발의 다양성과 생산성 향상, 중
소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금융시스템 강화 및 금융서비스 접
근성 증대 등 6가지 세부 전략이 있다.66)
마지막 핵심영역인 사람과 지구(People & Planet)는 지속가능 개발 과정
에서 사람과 환경을 함께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핵심영역3에 속하는 목표4
는 교육, 보건, 식량, 사회 안전 등을 통한 미얀마 국민들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인적자본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목표5는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성, 회복
성과 국가발전을 위한 자연 자원 관리 및 분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세부
전략으로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교육 접근성 강화, 빈곤층을 고려한 보편
적 보건 및 의료복지시스템 강화,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접근성
증대, 건강하고 복원력 있는 생태계를 위한 환경 및 다양성 관리, 기후변화
대응력 증대 및 저탄소성장, 수자원 위생안전 및 공평한 배분 등이 있다.67)
더불어 MSDP는 핵심영역3에서 지속가능 개발 과정 중 미얀마 국민들의 권
리가 침해되거나 환경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68)

다. 농업개발전략(ADS: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1) ADS 소개
농업개발전략(ADS)은 미얀마 농림축산관개부(MOALI)가 미얀마 농민과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복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농업정책의 포
괄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2018년에 발표한 전략이다. 농업개발전략(ADS)
은 2018/19년부터 2022/23년까지의 장기적인 개발목표를 담고 있다. 정
부, 시민사회, 민간영역 그리고 개발협력 국가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미얀
마의 농업을 포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농축산물 산업의 확장,
66) Ibid., pp. 32-54.
67) Ibid., pp. 55-82.
68) MDI(2018),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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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증대, 국제시장 접근성 개선 등 기초 토대를 쌓고 궁극적으로는 식
량안보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농업개발전략(ADS)에는 토지에 대한
정책 이행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세 가지 축인 거버넌스(Governance), 생
산성(Productivity), 경쟁력(Competitiveness)을 중심으로 농업성장을 가
속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그림 2-19 참고).
그림 2-19. 미얀마 농업개발전략(ADS)의 기본 구조(Framework)
정책 효과 (Impacts)
1.
2.
3.
4.
5.

식량 안보 (Food and Nutrition Security)
농촌 빈곤 감소 (Rural Poverty Reduction)
소농 소득 증대 (Higher Smallholder Farmers’ Income)
농산물 무역 경쟁력 재고 (Agricultural Trade Competitiveness)
농민 권리 보장 및 강화 (Farmers’ Rights Ensured and Strengthened)
↑
기본 원리 (Principles)

공공과 민간의 분명한 역할
농민 권리와 참여
(Clearly defined public and
(Farmer’s rights and voice)
private roles)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소농을 통한 성장동력
(Smallholder farmers the
growth drivers)

포용성
(Inclusion)
투명성, 협력, 책무성
(Transparency,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
핵심 영역 (Pillars)
거버넌스
(Governance)

생산성
(Productivity)

경쟁력
(Competitiveness)

자료: MOALI(2018, p. 3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DS는 농업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에 앞서 미얀
마 농업과 천연자원에 대한 SWOT 분석을 하였다(표 2-18 참고). 먼저, 미
얀마 농업 및 천연자원의 강점으로는 67만 6,578㎢에 달하는 풍부한 토지
자원 및 산림, 담수 등 천연자원들과 농축수산 및 임업에 적합한 생태적 요
인, 그리고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높은 비율의 농업
노동력, 중국과 인도 시장과 가까운 전략적 위치 등이 있다.69)
69) MOALI(2018),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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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 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농민들을 위한 농업 및 금융서비스가 부족
하고 비료, 농약, 가축 사료, 가축 약제 등 농산물 생산시 필요한 투입물과
수확 후 처리시설에 미얀마 농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미얀
마 농업개발의 과제로 제시된다. 더불어 비효율적인 거버넌스, 취약한 통계
시스템, 농업 노동자 내 성 불평등 문제 등이 미얀마의 농업 성장 방해 요
소로 분석되었다.70)
최근 쌀, 콩류, 야채, 새우, 축산물, 옥수수, 카사바, 고무 등 경쟁력 있는
농산품 수출량 증가는 미얀마 농업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으며, 향후 농업
성장을 견인할 잠재성이 높다. 또한 메콩경제권(GMS) 및 동남아시아국가연
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의 지역적 통
합과 정보통신기술(ICT) 및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s71))의 연결성
증대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미얀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얀
마 내에서도 도시지역에서 소비자들이 간편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품을 소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가공식
품 수요 증가와 소비자 선호 변화는 향후 미얀마 농업개발에 긍정적인 요소
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72)
반면 미얀마의 농업부문은 앞서 언급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변동
성(Volatility)으로 개발원조를 흡수시킬 능력이 부족하며, 또한 풍부한 인
구에 비해 경제개혁 이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이 상대적으로 부
족하여 농업개발 및 정책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미얀마 농업발전에
주요 화두로 꼽히는 토지권과 식품 가치사슬(Food Value Chain) 문제에
있어서 불평등한 토지 점유구조 및 고지대 농장과 도시 내 시장과의 취약한
70) Ibid., pp. 8-9.
71) 경제회랑은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역내의 통합 인프라 네트워크를 의미함. 국가 내
또는 국가 간에 회랑이 개발되며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몇 가지 경제회랑이 존재함. 미얀
마의 경우 1998년 출범한 동서경제회랑(EWEC: East-West Economic Corridor)에 속해 있
으며, 이는 길이 1,450km의 도로를 기반으로 하여 인도차이나 반도 내 4개국(미얀마, 태국, 라
오스, 베트남)을 잇는 경제 개발 계획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72) Ibid.,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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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 유통·저장 시설 및 전력 수급 문제, 불안정한 외국 수요에 따른 농
장가격의 변동성 증가는 미얀마 농업개발의 위협이자 해결해야 할 주요 과
제로 분석된다.73)

표 2-18. 미얀마 농업개발전략(ADS)에 따른 농업분야 SWOT 분석
강점(Strength)
y
y
y
y
y
y

y
y

담수, 산림, 토지, 해양 등 풍부한 천연자원
농축수산 및 임업에 적합한 농업생태학적 지리
상대적으로 풍부한 토지와 높은 노동 비율
특정 상품들의 무역수지(쌀, 콩류, 과일, 옥수수,
새우, 소)
성장하고 있는 내수시장
메콩경제권(GMS: Greater Mekong
Subregion)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지역적 통합 및 연결성
중국, 인도 시장 수출에 있어 전략적 위치
풍부한 용수와 미개발 상태의 관개 가능한 지역

약점(Weakness)
y 종자, 비료, 농약, 수확후관리 시설, 동물건강
약제 및 서비스 투입에 대한 농민들의 접근 문제
y 제한된 쌀 다각화
y 농업 기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소규모
농민의 접근 제약
y 소규모 농민을 위한 금융서비스 부족
y 토지 등록 및 권한 부여 절차의 비효율성과
저예산 문제로 인한 소규모 농민의 토지권
보호 제한
y 농업의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제한
y 취약한 교통통신 시설
y 농산물 분류 및 품질관리, 표제처리 기준 부재
y 부가가치가 낮은 농산품 다량 생산
y 여성 농업노동자의 취약한 인권 및 성불평등 문제
y 정책 기획, 분석, 모니터링, 평가, 관리기준 등
행정 운영의 역량 부족
y 통계 시스템의 취약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y 간편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에 대한 미얀마 도시민의
수요 증가
y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에 대한 수출수요 증가
y GMS 및 ASEAN과의 지역적 통합, ICT와 경제
회랑의 연결성 증대로 인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y 쌀, 콩류, 과일, 야채, 새우, 가축, 옥수수, 카사바,
고무 등 수출품의 잠재적 경쟁력

y 불평등한 토지 점유 지속 및 사회적 경제적 불안
가중
y 지속가능하지 않은 천연자원 사용과 이에 따른
환경 파괴 및 생물다양성 손실
y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 증가
y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성과 경작지에 미치는 영향
y 중국 및 인도 농산물 수출 시장 의존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의 증가
y 원조를 받아들일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 감소와 경제 개혁 이행의 장애를
유발하는 인력 개발부족
y 경쟁력 있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주변국과 직면할 준비
부족

자료: MOALI(2018, pp. 8-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73) Ibid.,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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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S 주요목표(Objective) 및 세부성과(Outcome)
ADS는 핵심영역(Pillar)인 거버넌스, 생산성, 경쟁력에서 각각 파생된 세
가지 주요목표(Objective)와 각 주요목표에 대한 9개 세부성과(Outcome)
를 가진다(그림 2-20 참고).

그림 2-20. ADS의 주요목표(Objective) 및 세부성과(Outcome) 관계도
핵심
영역

거버넌스

생산성

경쟁력

주요
목표

농업개발 관련 기관의
거버넌스와 역량 증대

생산성과
농민 소득 증대

시장 연결성과
경쟁력 강화

세부
성과

1.1

1.2

1.3

2.1

2.2

2.3

3.1

3.2

3.3

1.4

1.5

1.6

2.4

2.5

2.6

3.4

3.5

3.6

1.7

1.8

1.9

2.7

2.8

2.9

3.7

3.8

3.9

1.1.1
1.1.2
산출물
1.1.3

⋮

2.1.1
2.1.2
2.1.3

3.1.1
3.1.2
3.1.3

⋮

⋮

자료: MOALI(2018, pp. 40-4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 성과들은 세부화된 산출물(Output)을 포함하고 주요목표 달성에 대한
관리는 미얀마 농축산관개부에서 담당한다.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업이
가능하며, 대개 주요 이해관계자인 농민과 민간분야의 참여가 ADS의 성공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74) ADS의 세 가지 주요목표별 성
과들을 정리하면 [표 2-19]와 같다.

74) MOALI(2018),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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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

시장

연결성과

경쟁력 강화

성

경

쟁

력

1.1
1.2
1.3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1
3.2
3.3
3.4
3.5
3.6
3.7
3.8
3.9

성과
계획 – 국가, 주(State), 구(Region) 모든 단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기반한 효과적, 종합적 계획
정책역량 – 정책 형성과 분석 역량의 향상
모니터링 및 평가 – 웹 기반 경영정보시스템(MIS)을 통한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세스
통계 – 증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위한 통계시스템
협회 및 단체 – 강력한 농민 및 산업조직. 농산업(Agribusiness) 발전을 위한 정부, 농민, 기업가 삼자 간 행동
토지 – 강화된 농민 토지권 및 농지관리 기관의 역량 강화
협력 – 민주적으로 선출된 성평등 시민사회대표를 통한 미얀마 농축산관개부의 ADS 조정 및 이행 역량 강화
식량안보 – 벽지와 기타 소외지역에 식량 보급 및 영양섭취 취약층의 영양 상태 개선
개편 –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부서 개편을 통한 농민, 기업가, 시민사회에 대한 빠른 대응
농업 연구 – 전반적인 농업 연구 시스템 및 농민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협력 시스템 개선
농촌지도사업(Extension) – 민관 농촌지도시스템 형성 및 농업연구와 연계된 적응적용기술
교육 및 연수 – 농업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개발
관개 및 수자원 관리 – 관개저장시설, 서비스 구축 및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시스템
작물 재배 투입재 – 향상된 투입재와 기술 사용 증대
농업기계화 – 농업 가치사슬 내 적절한 농업기계 사용 증가
축산 및 수산업 – 생산자에 의한 육종, 보건, 축산 서비스 및 기술 이용 증가
지속가능한 관리 –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우수축산물관리제도(GAHP), 우수수산물관리제도(GFP) 마련 및 지속가능 농업, 유기농업(OA) 도입
복원력(Resilience)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농민 복원력 증진
산업환경 – 산업 환경 및 농식품 공급체인 정보투자 개선
지적재산권 – 농식품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품질 –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시스템 도입
농촌개발계획 – 성 평등하고 참여적인 계획 및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농촌기반시설 – 소규모 농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
가치사슬 –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농산품 가치사슬 참여와 경쟁력 강화
식품 품질 및 안전성 – 식품 품질 및 안전성 개선
금융서비스 – 농민과 농업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
교역 – 교역 촉진 및 농식품 수출 성장

자료: MOALI(2018, pp. 40-4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생산성과

스

농민 소득

역량 증대

넌

산

거버넌스와

버

생

농업개발

관련 기관의

거

주요목표

구분

표 2-19. ADS의 미얀마 농업개발 주요목표(Objective)별 세부성과(Outcome)

첫 번째 핵심영역(Pillar)은 미얀마의 정치·행정과 기관 역량을 증대시키
기 위한 세부성과(Outcome)가 계획, 정책역량, 모니터링 및 평가, 통계,
협회 및 단체, 토지, 협력, 식품영양안전, 개편 등 9가지 부문으로 설명된다
(표 2-19 참고). 먼저 계획, 모니터링 평가, 협력 부문의 성과 목표는 IT 기
술을 이용한 기관의 업무 수행역량 증대를 강조한다. 농업계획 관련 정보를
국가, 주(State), 구(Region) 단위로 공유하고, 계획을 통합시키기 위한 클
라우드 또는 서버 구축, 웹 기반의 경영정보시스템(MIS)을 개선하는 것과
농업개발전략 이행 공지를 위한 ADS 홈페이지 개설이 이에 해당한다. 식량
안보 부문에서는 개발협력국, NGO,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여성이 가장
인 농가,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가, 벽지 거주 소수민족 등을 대상으로
소득 지원 또는 식량 바우처 공급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협회 부문에서는
민간 농업분야와 소농 간 조직 개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조직 형
성을 지원하고자 한다.75)
ADS에 따르면, 미얀마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력은 연
구 및 지도, 효율적인 투입재 사용, 제도를 통한 관리, 그리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모두 포함한다.76) 이에 따라 두 번째 핵심영역인
생산성에서는 농업연구 및 농촌지도 시스템 개선과 농업 및 농식품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개발을 세부성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연구자와 농촌지도사업 실무자들이 시장과 농민의 필요에 부
합하는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기존의 연구와 농촌지도사업에서 하향식
(Top-Down) 접근방법의 변화를 유도하며, 예진농업대학교를 농축수산의
통합된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77)
수자원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관개시설
및 수자원 이용정책의 필요성을 세부성과로 두었다. 영농활동과 밀접히 관
련한 투입재와 농업기계화 부문에서는 종자 수출입 및 연구 관련 민간부문
75) MOALI(2018), pp. 41-51.
76) Ibid., p. 51
77) Ibid.,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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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대한 논의 진행과 종자법 개정, 하이브리드 농산물 생산 장려 및 농
업 가치사슬에 적합한 기계화 도입 증가가 있다. 축산업에서는 생산자에 의
한 육종, 보건, 축산 서비스 및 기술 이용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우수농
산물관리제도, 우수축산물관리제도 등 농업활동의 안전하고 우수한 생산 관
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준 및 제도 마련도 중요한 목표로 꼽힌다. 그 외에
도 이상기후 및 재난에 강한 농작물 및 가축의 육종연구와 농민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키우는 것 등이 있다.78)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핵심영역(Pillar)은 미얀마 농민과 농업기업(Agrienterprise)들이 효과적인 가치사슬 내 이해관계자로서 글로벌 시장과 지
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9가지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표
2-19 참고).

3) ADS 이행 및 평가지표
ADS 이행을 위한 제도적 구조를 살펴보면(그림 2-21 참고), 미얀마 국
가계획위원회(NPS: National Planning Commission)는 전체적인 정책과
계획 조정을 맡고 미얀마 농축산관개부는 ADS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구
체적으로는 미얀마 국가계획위원회(NPS) 산하에 정부와 농민 및 민간기업
단체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있는 국가ADS조정위원회(NADSCC: National
ADS Coordination Committee)가 지방행정구역 및 타운십(Township)
단위의 개발위원회와 연계하여 ADS 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정한다. ADS 관
련 프로젝트의 시행은 미얀마 농축산관개부 산하에 있는 국가ADS실행위원
회(NADSIC: National ADS Implementation Committee)의 전반적인
통괄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ADS실행위원회(NADSIC)는 농축산관개부
장관 및 민간 부문, 농민,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한 집행위원회 형태로서 미
얀마 농축산관개부의 계획부(MOALI Department of Planning) 내 설치

78) Ibid., pp. 51-67.

86 •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될 ADS이행지원유닛(ADSISU: ADS Implementation Support Unit)의
초기 ADS 수행을 관장한다.79)

그림 2-21. ADS 이행관련 기관 구조
국가ADS조정위원회(NADSCC)
위원장: 국가계획위원회 의장

국가ADS실행위원회(NADSIC)
위원장: 농축산관개부 장관

ADS이행지원유닛(ADSISU)
정책 및 계획 조정

정책 이행

NADSCC 분과 위원회
↑
지역 단위 개발위원회
(R/S ADC: Region/State Agriculture
Development Committee)
↑
마을 단위 개발위원회
(DADC: District Agriculture
Development Committee)

NADSIC 분과 위원회
‘거버넌스’ 관련 실행과제
‘생산성’ 관련 실행과제
‘경쟁력’ 관련 실행과제

자료: MOALI(2018, p. 8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미얀마 ADS의 주요목표(Objective)에 상응하는 지표 및 목표치는 [표
2-20]과 같다. ADS 계획연도인 2018/19년부터 2022/23년까지, 농업 GDP
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을 4%대로 높이고자 하며, 현재 1ha당 1,200 달러인
토지생산성과 1인당 1,600 달러인 노동생산성을 모두 50%씩 향상시켜 1ha
당 1,800달러, 1인당 2,400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미얀마 GDP에서 약
두 자릿수의 백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을 2배 이
상 늘리려는 계획이다. 농식품 수출액은 현재 24억 달러의 수출규모에서
60% 이상 증가한 38억 달러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다.
79) ADS 보고서는 NADSCC(National ADS Coordination Committee)와 NADSIC(National ADS
Implementation Committee)를 각각 UADSCC(Union ADS Coordination Committee)와
UADSIC(Union ADS Implementation Committee)로 병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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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ADS의 주요목표(Objective)별 5개년 목표치
구분

지표

현재 상황

목표치

농업개발 관련 기관의
거버넌스와 역량 증대

농업GDP 성장률

연평균 2%
증가

연평균 4% 증가

토지 생산성
(농업GDP/수확면적)

1,200달러/ha

50% 향상

노동생산성
(농업GDP/농업노동인구)

1,600달러/인

50% 향상

농업관련산업의 GDP 비중

GDP의 XX%

농업 GDP 비중의 2XX% 대

농식품 수출액

24억 달러

38억 6,500만 달러

생산성과
농민 소득 증대

시장 연결성과
경쟁력 강화
자료: MOALI(2018), p. 39.

ADS는 주요목표별 목표치 외에도 ADS 기본구조(Framework)의 최상위
에 위치한 정책효과 또한 각각의 지표와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표
2-21]을 보면 식량안보 부문의 정책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세계보건기
구가 정한 아동성장표준(World Health Organization Child Growth
Standards)의 표준편차 이하 아동 비율80)과 가구 내 식품 불안정 접근 지
표(HFIAS: Household Food Insecurity Access Scale)가 있다. 미얀마 5
세 이하 아동 중 성장 부진 아동은 29.2%를 차지하는데 ADS 5개년 정책
을 통해 이 비율이 24%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구 내 식품 불
안정 접근 지표는 식량안보에 대한 정책효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선정되어
있으나 아직 기준치와 목표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농촌 빈곤 감소에 미치는
ADS의 정책효과 목표치는 소작농가구 소득을 남성과 여성 각각 40%, 45%
로 증가시키고, 농촌 빈곤 비중을 현재 전체 농촌가구 중 20%에서 15%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소농의 소득 증대 부문은 앞서 언급한 ADS 주요목표
내 노동 생산성 증가 목표와 더불어 남녀 소농 수입의 약 50% 이상 향상을
목표하고 있다. 농산물 무역의 경쟁력 향상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농산물 수

80) UNICEF(2017),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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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 증가뿐만 아니라 농업부문 연간 투자액을 현 5억 3,000만 달러에서 7
억 4,200만 달러 수준(40% 증가)으로 증가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ADS 정
책의 영향은 농산품 부가가치 창출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업부문 GDP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 부가가치 비중을 80%까지 개선하는 기대
효과를 두고 있다. 농민 권리를 보장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로는
정성적인 지표가 제시되고 있다. 토지에 대한 남녀 소농 권리 관련 법안 통
과와 농축산관개부(MOALI) 핵심 자문 역할로서 농민 대표의 기능이 영구
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2-21. ADS의 정책효과(Impact)별 기대효과
구분

식량 안보

지표

기준치

기대효과

29.2%

24%로 감소

미정

미정

남성

40% 증가

여성

45% 증가

20%

15%

남성

50% 향상

여성

60% 향상

노동생산성
(농업GDP/농업 노동인구)

1인당 1,600
US 달러

50% 향상

농업부문 연간 투자

5억 3,000만
US 달러

40% 증가

20억 US 달러

40% 증가

성장 부진 아동 비율
(기준: 5세 이하 아동 신장)
가구 내 식품 불안정 접근 지표(HFIAS)

농촌 빈곤
감소

소작농 가구 소득
농촌 빈곤 비중

소농 소득
증대

소농 수입

농산물 무역
농산물 무역액과 무역액 성장률
경쟁력 제고
농업 부문 부가가치
포괄적인 토지정책 및 토지에 대한
농민 권리 남녀 소농 권리 보장
보장 및 강화 농축산관개부(MOALI) 자문기관의
핵심 역할로서의 농민대표

농업부문 GDP의
농업부문 GDP의 80% 목표
50%
-

법안 통과

-

농축산관개부(MOALI) 자문
기관의 영구적인 농민대표

자료: MOALI(2018, p. 3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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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는 농업개발협력 사업 수행기관들과 협력위원회가 각각의 ADS 핵심
영역에서 실행과제를 수행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결과(Key Result)
를 제시하고 있다. [표 2-22]의 ADS 핵심영역별 주요 결과는 ADS 관련 협
력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및 기타 주요 ADS 관련 모임에서 협력기관과 다른
주요 이슈들보다도 앞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81)

표 2-22. ADS의 핵심영역(Pillar)별 주요 결과(Key Result)
구분

핵심영역1 거버넌스

핵심영역2 생산성

핵심영역3 경쟁력

1

MOALI 통합 참여 계획 프로
세스에 대한 미얀마 농부 및
민간 기업 이해 관계자들의 70%
수준의 만족도

2

쌀, 콩류, 채소, 유지작물, 사
MOALI 모니터링·평가 부서 및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역할과 탕수수, 축산품, 양식업 하위
부서별 연례 보고서 제공과
책임을 명시한 농업 교육 정책 분야 등에 있어 식품 안전 및
MIS82)에 분기별 보고
품질 기준 제정

3

국가토지이용협의회(National
미얀마 주요 유역 10곳에 대
Land Use Council) 설립 및 국가 수자원 정책의 틀 안에서
한 생태계 기반 적응정책 및
우산방식 토지법(Umbrella Land 통합 수자원 관리
재난 위험 감소 계획 시행
Law) 제정

국가 농업 연구 센터의 5개년
연구 전략 승인 및 미얀마 농업 미얀마 7가지 주력 가치사슬
시스템 기반 응용 연구 프로그 에서 농부 수익 20% 이상 증가
램 조정

자료: MOALI(2018, p. 8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미얀마 농업개발전략(ADS)은 종합적으로 각각의 개발목표가 농민과 민간
분야, 시민사회, 개발협력 국가들의 참여와 공동노력을 통해 수행되기를 강
조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는 마을 단위, 구 단위의 지방 수준에서 국가
전체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미얀
마 농축산관개부는 ADS 이행의 복잡성과 다원성을 인식하고 ADS 계획, 조
정, 시행 그리고 모니터링 과정에 대해 기존의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83) 현재 미얀마 주재 국제개발협력 기관 및 미얀마 정부
81) MOALI(2018), p. 83.
82) 웹 기반 경영정보시스템(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83) MOALI(2018),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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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등의 관계자들은 미얀마 농업개발 방향과 개발협력 수요 분석에 있어
ADS 이해와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84) 한국에서도 ADS와 연계하
여 대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재검
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 산림정책
1) 산림 관련 정부조직
미얀마의 산림을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정부기관은 천연자원
환경보전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이하 MONREC)이다. MONREC는 크게 환경 및 임업 부
문(Environment & Forestry Sector)과 광업 부문(Mining Sector)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는 산림청(Forest Department), 건조지대 녹화청(Dry
Zone Greening Department), 목재공사(Myanmar Timber Enterprise),
환경보전청(Environmental Conservation Department), 조사청(Survey
Department) 및 임업 대학교(University of Forestry)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85) 산림청과 건조지대 녹화청은 천연림 관리, 생물다양성 보
호 및 조림지 조성 업무를 맡고 있으며, 목재공사는 목재 생산, 가공 및 유
통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전청은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 및 규정을 명문
화하고 관련 법 집행을 보장한다. 조사청은 주로 지형 지도를 작성 및 관리
하며 주변국과의 국경 분계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일을 맡는다. 임업
대학은 임학과 관련한 연구 수행과 더불어 학부 및 석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86) 미얀마 MONREC 조직도는 [그림 2-22]과 같다.

84)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미얀마 사무소 관계자 면담 내용(방문일: 2018. 7. 2).
85)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미얀마 ‘Forest Department’를 산림청으로 칭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
‘Department’를 ‘청’으로 번역함.
86) 미얀마 MONREC(2018) 발표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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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존부(MONREC) 조직도
천연자원환경보존부(MONREC) 장관
(Union Minister)
↓
환경 및 임업 부문
광업 부문
사무차관
(Permanent Secretary)

산림청

건조지대
녹화청

목재공사

사무차관
(Permanent Secretary)

환경
보전청

조사청

임업
대학교

광업
관련

자료: 미얀마 MONREC(2018) 발표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산림 정책 및 제도
미얀마 산림정책은 1995년 이후 구체화되었으며 환경보호, 지속가능성,
기본적 필요성, 효율성, 주민참여, 공공인식 등 6가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표 2-23 참고). 또한 토지면적의 30%를 보존임지 및 공유림 등
의 영구산림지(PFE: Permanent Forest Estate)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
을 목표로 토지 사용, 보존 및 관리, 산림 갱신 및 조림, 목재기반 사업, 마
케팅 연구, 관련 예산 및 재정 등에 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표 2-23. 미얀마 산림정책 6가지 원칙
구 분
환경보호
지속가능성

토양, 수자원, 야생동물, 생물다양성 및 전체적인 환경보호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산림에서 발생되는 유무형 혜택의 영구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성 유지

기본적 필요성 연료, 주거지, 식량 및 휴양 등 인간의 기본적 필요성
효율성

사회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산림 자원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 확보

주민참여

산림 보전 및 이용에서 주민들의 참여 촉진

공공인식

국민의 풍요로운 삶 영위 및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에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공공의 인식 제고

자료: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2016), p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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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재정된 ‘산림 규정’은 조림지 조성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준수해야 할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표 2-24). 조림지의 관리와 개발
에 대한 합작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투자법과 미얀마 국민 투
자법을 준수해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와 수종에 대한 환경보전산림부(현 천
연자원환경보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보존산림부의 승인을 받은
조림방식을 적용하는 것과 더불어 토양과 수자원 등 환경 파괴 문제를 야기
하지 않아야 하며, 지역적으로 결정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표 2-24. 미얀마 산림 규정(1995)에 따른 조림지 조성 투자 조건
조림지의 관리와 개발에 대한 합작투자 관련 사항
①
②
③
④

외국인 투자법과 미얀마 국민 투자법 준수
선정한 대상지와 수종에 대한 환경보전산림부의 승인
산림청에 의해 관리되는 임지 및 처분된 토지 내에 조림지 조성
환경보존산림부의 승인을 받은 조림방식을 적용하고 토양과 수자원 등 환경 저감 및 파괴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개선 지원
⑥ 상업적/산업적 수요 또는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림지 확보
⑦ 지역적으로 결정된 사용료 지불
자료: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2016), pp. 38~39.

미얀마 정부는 2016년 미얀마 ‘연방 공화국 미얀마 투자 위원회 통지
No.26/2016’을 통해 미얀마 내 경제활동 유형을 분류하여 미얀마 내국인
과의 합작투자 및 특정 상황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활동과 금지되는 활동 목
록을 발표하였다. 본 통지에서 산림과 관련한 금지활동으로는 ‘천연림 경영
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종류의 제지, 제지 원자재, 제지로 만든 모
든 종류의 제품, 카본지 등 판지, 화장지, 납지 등의 생산 및 판매’의 경우
미얀마 국민과 합작투자 형태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위 통지에서 특별 조건하에 허용되는 경제활동 목록은 관련 정부부처의
추천 및 내국인과의 합작투자로 허용되는 경우와 기타 조건을 통해 합작 투
자의 형태로 허가되는 경제활동으로 다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산림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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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① 국립공원 및 정원 ② 저탄소 배출 관련 사업 ③ 임지 벌목 및
목재 벌채(보존림 및 보호공공림) ④ 상업 목적의 유전자조작생물(GMO)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품 재생산 및 유동 ⑤ 귀중한 희귀 수종 개량
생장, 보전 및 조직 배양 생산 등의 첨단기술 연구 및 상업활동 ⑥ 산림 분
야 첨단기술,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 ⑦ 정부 처분의 임지 및 산림지역 천
연자원 채취 ⑧ 육종 및 생산을 위한 식물 및 야생동물 수입, 수출입을 통
한 유통 등이 환경보전산림부(현 천연자원환경보존부) 추천에 따라 허가가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된다.87)

3) 산림 관련 계획
미얀마의 산림 관련 계획 및 전략에는 미얀마 국가산림 기본계획(NFMP:
National Forestry Master Plan), 건조지역 녹화 종합계획(DZIP: Dry
Zone Integrated Plan), 지속가능한 발전전략(NSDS: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등이 있다. 미얀마 국가산림 기본계획(NFMP)과
건조지역 녹화 종합계획(DZIP)은 임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 산림
프로그램으로서 2001/02년부터 2030/31년까지 30년 기간을 목표로 제정
되었다.88)
국가산림 기본계획은 1998년부터 미얀마 산림청이 기획하기 시작하여
2001년에 발표하였다. 산림 보존, 분수령 관리, 지역산림 개발,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 수확, 목재기반 산업, 바이오 에너지, 인적자원 개발 및 산림 확
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01년에 제정된 DZIP은 조림지
조성, 잔존 천연림 보호, 목재연료 대체물 도입 및 이용 증진, 그리고 수자
원 개발 등 미얀마 중앙 건조지대의 산림 재활 및 녹화 업무의 일반적인 가
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미얀마 산림부(Ministry of Forestry)에서 발표
한 미얀마 NSDS는 미얀마 국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목표로 하는 산림 및
87)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2016), pp. 170~176.
88) Ibid.,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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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전략이다. NSDS 목표 성취를 위한 세 가지 핵심 분야는 자연 자
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통합적인 경제적 성장, 지속가능한 사회적 성장이
다.89) 위 전략들은 현재 이행 중으로, 미얀마 산림부는 여러 국제기구 및
국제 NGO와 협력하여 생물다양성 및 환경 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표 2-25 참고).

표 2-25. 2018~19년 미얀마 산림분야 개발협력과 협력국가 및 기관 현황
구분

사업명

협력국가 및 기관

1

타닌타리관구(Taninthayi) 자연보호 사업

Moattama Gas Transportation Company
Limited, Taninthayi Pipeline Company
Limited, Andaman Transportation Limited

2

지역 조림 사업(Let-htou과
Htet-lann-kan지역)

Japan International Forestry Promotion
and Cooperation Center

3

농촌 빈곤 완화 및 지속가능한 시장 네트워크
관련 환경 구축사업

MercyCorps, Unilever/DFID, Swedish
Postcode Lottery Foundation

4

미얀마에서의 지역기반 산림관리과 개발,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강화사업

ASEAN Social Forestry Network, Royal
Norwegian Embassy, RECOFTC-The
Center for People and Forests,
Norwegian Embassy,

5

미얀마 샨(Shan)주의 종자 수집과 생물학적
사업 개발

일본국제협력기구,
Markino Botanical garden

6

타닌타리관구(Taninthayi)지역 육상 및 해양의
생물학적 다양성 보호와 협력

Fauna and Flora International

7

멸종위기의 난초목(orchid)종의 보호와 맹그로브 World View International Foundation,
숲의 복원연구 및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구축사업 Worldview Myanmar Limited

8

생물학적 자원 및 정보관련 협력

한국국립생물자원관

9

ASEAN-KOREA 산림분야 지역 교육 및 연수
센터(AFoCO RETC) 설립

한국산림청

10

ASEAN 문화유적 공원에 대한 소규모 기금지원
협력사업

ASEAN Center for Biodiversity

11 효율적인 조리기구 보급과 지역별 경험 전수사업

The Groupe Energie Renouvelable,
Environnement Et Solidarites(GERES)

12 지속가능한 자연 상태의 토지 관리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정책, 프로그램, 사업 분야에서의 만달레이 지역,
13 샨(Shan)주, 카야(Kayah)주, 카인(Kayin)주 석회 Fauna and Flora International
통굴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통합지원사업
89) MOF(2006), p. 5.

제2장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 현황과 수요 • 95

구분

사업명

협력국가 및 기관

14 자연 상태 토지 관리와 생물다양성 보호 개선 사업 Norwegian Environment Agence
15

수자원 종합 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 구축 및
연수사업

16

미얀마 REDD+의 수행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한국산림청
역량구축사업

17

말레이 곰(Helarctos malayanus) 보호 관련
협력사업

18 식물 품종 및 종자 보호사업

Norsk Institutt for Vannforskning

Instituto Oikos, Italy
한국산림청, 한국국립수목원

19 생물다양성 보호와 연구 협력사업

Chinese Academy of Science

히말라야에서의 REDD+ 이행 경험 전수와 다자
20
간 개발사업

International Centre for Integrated
Mountain Development

21 미얀마 동식물에 대한 생물학적 다양성 연구

National Museum of Nature & Sciences,
Japan

22 미얀마 국가 로드맵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23

미얀마 연안지역의 지속가능한 환경보호에 대한
협력사업

24

아시아 산림 및 무역 관할 사업-3(Responsible
The Nature Conservancy
Asia Forestry & Trade-3, RAFT 3)

25 미얀마의 생물다양성 보호 협력사업
26

In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Italy, Istituto Oikos

미얀마 농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작지
유엔식량농업기구
및 산림 관리사업

27 늘보 원숭이(Slow Loris)에 대한 DNA 연구

Jike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apan

28 미얀마 야생 생태계 보호에 대한 협력사업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29 미얀마 호랑이에 대한 연구

Panthera Cooperation

미얀마 북부 타마티(Htamanthi) 야생동식물 보호
30 구역과 산림지역에서의 천연 식물 종에 대한
the New York Botanical Garden
다양성 및 분포에 대한 연구 목록
31

REDD+사업: 지역 및 주 단위 탄소 축적량 산정 Forest and Forest Products Research
및 모니터링
Institute, Japan

32

미얀마 산림 분야와 육해상 생물다양성 보호와의
Fauna and Flora International
협력사업

33 산림분야 개발협력사업

State Forestry Administration, China

아시아-태평양지역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성에 대한
34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연구 협력
35

미얀마-영국의 산림 관련 법 집행과 거버넌스 및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무역관련 협력사업
Development, UK

36

UN-FAO 산림 관련 법 집행과 거버넌스 및
무역관련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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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식량농업기구

구분

사업명

협력국가 및 기관

37 산림 연구원의 역량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사업

유엔식량농업기구
Asia-Pacific Network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n Rehabilitation,
University of Queensland

38

농업 및 양식업과 관련된 맹그로브 관리에 대한
종합 계획 및 실행

39

타닌타리(Thanintharyi)관구 산악 지대의 복도에서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생물다양성 보호 강화를 위한 역량 개선사업(1단계) Organization

40 미얀마 국유림 목록 작성 능력 향상사업
41

미얀마 산림 벌채 및 훼손 요인 연구에 관한 공동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연구

42 메콩 산림에 대한 이슈 및 의견
43

National Resources Institute, LUKE,
Finland

유럽연합

미얀마 연안지역에서의 기후 적응성: 맹그로브 숲
DANIDA, Kingdom of Denmark
관리 개선사업

자료: 미얀마 산림연구원(방문일: 2018. 7. 3)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마. 미얀마 농림업 정책에 따른 부문별 개발수요
미얀마 정부는 그간 균형잡힌 개발, 식량안보, 농업 생산성 증대, 농산품
품질 제고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미얀마 내 다민족이 화합할 수 있는 경제
체제 설립을 지향해왔다.90)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월 미얀마 기획재정부
가 개발지원정책(DAP)을 발표하여, 미얀마 정부와 개발파트너들이 미얀마
개발지원 활동에서 공동으로 지켜야 할 원칙과 정책 진행과정에 대해 명시
하였다. 또한 2018년 현재 미얀마 개발연구소(MDI)가 미얀마 정부와 개발
협력 관계자들의 공동 목표 추구를 위한 가이드로서 미얀마 지속가능개발
계획(MSDP)을 연구 및 정립 중이다. MDI에서 발표한 MSDP 초안을 보면
지속가능개발의 목표들은 총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정치·경제적
안정으로서 국가적 민족화합과 거시경제 안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번영과 동반자 관계로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 및 민간 주도의 성장을 목표하고 있다. 세

90) 관계부처 합동(2016),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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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영역은 사람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미얀마 국민들의 자연자원 이용
을 통한 번영과 더불어 환경 파괴를 줄이고자 한다.
미얀마의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는 농림축산관개부(MOALI)가
2018년에 발표한 2018/19년부터 2022/23년까지의 장기적 개발 목표인
농업개발전략(ADS)이 대표적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ADS는 농업·농
촌개발 과제를 거버넌스, 생산성, 경쟁력 세 기본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비전과 달성해야 할 성과를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식량안보, 농촌 빈곤 감소, 소농 소득 증대, 농산물 무역 경쟁력 제고, 농민
권리 보장 및 강화를 목표하고 있어, 이는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MSDP)
의 세 가지 목표의 주된 내용인 정치·경제 안정, 경제적 번영, 사람과 환경
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ADS의 목표
및 성과에 맞춰 미얀마 농림업 개발수요를 정리하였다.

1) 거버넌스 및 제도 부문
[표 2-19]를 보면, ADS는 세부성과(Outcome) 1.2에서 정책 형성과 분
석 역량의 향상을 농업개발 관련 거버넌스와 역량 증대의 세부 목표로 언급
하고 있다. 개발협력 관련 미얀마 정부기관들의 행정기능 역량 부족은 미얀
마 농업의 약점으로 ADS SWOT 분석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다(표 2-18 참
고). 현지조사에서 또한 공무원들의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능력 부족 및 미
얀마 정부기관의 정보공유 환경 조성 미흡 등이 농업개발 관련 거버넌스 역
량 증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어91)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역량개발 지원과 미얀마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정보공유 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ADS 세부성과 1.3 모니터링 및 평가와 1.4 통계 영역에서는 웹 기반의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세스 구축과 통계 시스템 개

91)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미얀마 사무소 관계자 면담 내용(방문일: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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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목표로 한다. 현재 미얀마 농업통계 시스템은 생산액 통계에 한정되어
있으며 농가당 소유농지 면적, 소작권, 생산비, 가치사슬의 각 영역에 해당
하는 부가가치, 수확 후 손실, 수자원 이용량, 축산 현황 등 주요 변수들에
대한 조사와 통계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낮은 정부 통계 정확
도는 미얀마 진출 다국적기업 및 해외기관들의 미얀마 농업 현황과 농업 시
장 분석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92) 따라서 ICT 기술협력 추진을
통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과 기존 통계 시스템 및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통
계자료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해외 농산물 수요의 불안정성에 따른 미얀마
소농들의 불안정한 소득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얀마에서는 내
수시장보다 중국 및 인도 등 주변국으로 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이윤이 높은
경향이 있어 국경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인근 국가
에 대한 농산품 수출의존도가 높아 중국 및 인도 등의 수입정책에 따라 가
격 변동성이 크고, 이로 인한 소득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93)
이 외에도 농업 관련 제도에 여러 개선수요가 있는데, 먼저 ADS는 토지 개
혁과 관련해 현재의 열악한 토지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소농들의 토지 소유권
및 소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제도 내 제약을 없애고자 한다.94) 또한 농
산품 및 축산물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농약 관련 규제를 제정하는 등 지속가능
하고 안전한 품질의 먹을거리 생산을 위한 제도적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95)

2) 생산, 가공 및 유통 부문
ADS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농촌소득 증대와 빈곤 감소를 위해 5년간
토지 생산성을 50% 향상시켜 현재 1,200달러/ha에서 1,800달러/ha 수준
으로 늘리고 농촌 빈곤 비중을 현 20%에서 15%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하
92) 선진 해외 사무소 관계자 면담 내용(방문일: 2018. 7. 2).
93)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미얀마 센터 관계자 면담 내용(방문일: 2018. 7. 3).
94) MOALI(2018), p. 49.
95) 선진 해외 사무소,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미얀마 센터 관계자 면담 내용(방문일: 2018.
7. 2~3)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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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미얀마의 낮은 농업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농업 인프라,
미흡한 농업 기계화, 농업기술 및 농산품 가공능력 부족, 유통구조의 낙후
등 농업 생산, 유통 및 가공 부문에 개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96)
먼저 열악한 농업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있어 ADS의 세부성과 2.4를 보
면 관개시설 확충과 농민들의 수자원 이용 접근성 증대를 과제로 삼고 있
다. 이제까지 미얀마의 댐 저수지 및 주요 수로 시스템이 벼 경작을 위한
지표수 공급 위주였기 때문에, ADS는 벼를 제외한 다른 작물을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여전히 수자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개시설
확충에 많은 개발수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97) 또한 ADS에서 위협으로
언급된, 고지대 산지와 시장 사이의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와 같은
기본 제반시설의 보수 및 확장이 필요하다(표 2-18 참고).
[표 2-26]을 보면 세부성과 2.5부터 2.8에 걸쳐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
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기계화와 농업기술 및 가공능력 제고에 대한 수
요가 제시되어 있다. 현지 농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원재료 수출에서 나아가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및 수출에 대한 미
얀마 정부의 관심이 크며, 이와 관련해 농작물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지원,
품질개선 및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한 기술 전수에 대한 수요가 있었
다.98)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도축장 및 축산물 종합처리시설, 비가림막 채소
재배시설, 농산물 저장시설 등 농업 기반시설 구축사업 및 냉동차 보급, 산지
유통센터 설립 등 농업가치사슬 각 단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3) 농촌지도 및 연구 부문
농민교육 및 농촌지도는 ADS 세부성과 2.2와 2.3에서 언급되며, 미얀마
농업 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의 한 부문으로서 미얀마 지속
가능개발계획(MDSP)의 세 번째 핵심영역인 사람과 환경과도 연관되어 있
96) 관계부처 합동(2016), p. 25.
97) MOALI(2018), pp. 58-59.
98) 미얀마 MOALI 관계자 면담 내용(방문일: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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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얀마 MOALI 관계자는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통해 농촌공동체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소수민족 지역으로 이
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99) 그 외에도 농촌지도사업을
담당하는 미얀마 직원들의 농업 전문지식 부족으로 농촌지도사업 및 농민교
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직원 연수 및 기술교육
추진에 대한 수요가 있다.100)
ADS는 축산업과 관련한 교육 및 농촌지도 또한 세부성과 2.2에서 언급
하고 있는데101) 현지의 축산업 다국적기업과 국제개발협력 관계자 면담에
서도 현재 미얀마의 육류 소비량 증가와 축산업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축
산업 위생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축산업 농가
교육이 필요하며, 미얀마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냉동육 인식 부족을 개선하
기 위한 교육 등 축산업 관련 지도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102)
ADS 세부성과 2.1 농업연구와 2.3 교육 및 연수에서는 빈약한 농업연구
에 대한 전반적인 농업연구 개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미얀마 농
축산관개부(MOALI)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예진농업대학의 연구기관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지원수요가 있다. 예진농업대학의 역량 증대사업은 여러
개발파트너 국가들과 진행되어 왔으나, 동 대학 관계자 면담에 의하면 연구
기능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및 시스템 구축 혹은 교육 연수, 농업기계 연수
및 농작물 연구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 작물 중에서는 약초나 쌀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03) 이외에도 미얀마 정부가 가축
사육 및 수의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특정 기관이 없이
산발적으로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어 농업 연구기관 단일화 및 활성화에
대한 수요도 있다.104)

99) 미얀마 MOALI 관계자 면담 내용(방문일: 2018. 7. 4).
100) 미얀마 농촌개발연수원(AERDTC) 관계자 면담 및 시범마을 인터뷰(방문일: 2018. 7. 4).
101) MOALI(2018), pp. 55-56.
102)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 미얀마 사무소 관계자 면담 내용(방문일: 2018. 7. 6).
103) 예진농업대학 교수진 면담 내용(방문일: 2018. 7. 3).
104) MOALI(2018), pp. 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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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 및 축산, 수의 서비스 및 기타 부문
ADS 세부성과 3.8은 금융서비스로 농민과 농업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
성 향상을 목표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농민 및 거주자에게 저렴한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서비스 발전을 촉진시키며, 금융서비
스 접근성 증대를 계획하고 있다. 관정, 가축, 농기계 등을 위한 대출 및 투
자 상품을 제공하고 개인의 투자 위험은 줄이고 은행 대출 활용을 늘리기
위해 보증기금, 대손 충당금 제도 도입 등을 계획 중이다. 또한 농민과 농
업 관련 중소기업에 편리한 신용 제공을 위해 신용정보 시스템 개발을 지원
하고자 한다.105) 농민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증대와 관련해서는 농업활동
여건에 알맞은 소액대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 축산업의 경우 가축을
판매할 수 있는 정도까지 육종하여 수익을 산출하는 기간과 대출금 상환기
간 사이에 괴리가 큰 경우 농민들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소농을 위한 소액금융서비스 교육 및 회계교육도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미얀마 농민들의 수요로 ADS 세부성과 3.8과 연관된
다.106)
축산, 수의 서비스 분야 수요로는 체계화되지 않은 미얀마 축산업 생산
방식에 대한 개선과 동식물위생검역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107) 이는
ADS 세부성과 2.7 축산 및 수산업과 3.7 식품 품질 및 안정성과 연계된다.
마지막으로 ADS는 세부성과 1.5에서 농민조직 및 농업 관련 산업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고, 외국의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농민 보호 및 농민소득 증
대 사례에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08)

105) MOALI(2018), p. 77.
106) 미얀마 농촌개발연수원(AERDTC) 시범 마을 인터뷰(방문일: 2018. 7. 4).
107) 선진 해외 사무소 관계자 면담 내용(방문일: 2018. 7. 2).
108) MOALI 관계자 면담 내용(방문일: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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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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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넌
스

생산성과
농민소득 증대

농업개발
관련 기관의
거버넌스와
역량 증대

핵심영역 및 주요목표
(Pillar & Objective)

2.4
2.5
2.6
2.7
2.9

2.1
2.2
2.3

y 토지 관리 수요

y ICT 기술협력 추진을 통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및 기존 통계 시스템 발전

y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 배분과 정보공유 환경 조성

y 미얀마 개발협력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

농업 및 농촌개발 부문 수요
내용

31130, 31164

31110

31110, 31166

유형별 CRS코드

y 영양상태 불량으로 인한 청소년 발육부진 개선
y 벽지 및 소수민족 지역 식량 공급을 통한 보편적인 영양수급
y 농촌공동체개발사업의 사업 마을 확장 및 소수민족 지역으로 확대
31166, 31181
y 가축사육 및 수의 연구 단일화 및 활성화
31163, 31182
y 축산질병 및 도축위생 관련 농민교육사업 추진
31166, 31195
농업 연구
y 농촌지도사업 직원들의 기술교육 추진
31166
농촌지도사업
교육 및 연수
예진농업대학 개발협력 수요
y 연구기능 증대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시스템 구축
y 농업교육기관 내 교육 연수, 농업기계 연수 추진
31182
y 농업교육기관의 약초 및 쌀 분야 관련 연구 지원
y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관개시설 구축 및 수자원 이용 역량 증대
31140
관개 및 수자원 관리 y 농기계 공급 및 수리 지원을 통한 소규모 농민들의 농기계 이용수요 충족 및 농업기계화 31150, 31191
촉진
작물 재배 투입재
y 사료 생산시설 설립
31150
농업기계화
축산 및 수산업
y 도축장 및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시설 설립
31120, 31150, 31163
복원력
y 쌀, 채소 등 종자 보급체계 구축
31120, 31191
y 비가림막 채소재배시설, 자동화시설 설립
31130, 31150, 31192

1.8 식량안전보장

1.1
1.2
1.3
1.4
1.6
1.7

세부성과
(Outcome)
계획
정책역량
모니터링 및 평가
통계
토지
협력

표 2-26. ADS의 세부성과별 미얀마 농업 및 농촌개발 부문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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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4
3.5
3.8

3.1
3.2
3.3
3.6
시장 연결성과 3.7
경쟁력 강화 3.9

협회 및 단체
농촌개발계획
농촌기반시설
금융서비스

산업환경
지적재산권
품질
가치사슬
식품 품질 및 안정성
교역

생산성과
2.8 지속가능한 관리
농민소득 증대

세부성과
(Outcome)
산지유통센터(APC) 설립
농산물 저장시설 설립
생산량 높은 쌀과 콩 등의 품질개선 및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농산물 및 축산물 관리제도 도입

만달레이, 샨 주 등 원거리 산지로부터의 신선야채 유통 문제 개선
냉동저장고, 냉동차 보급
동식물위생검역(SPS) 시스템 구축
도축 과정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농약 관련 규정 및 규제 제정
소규모 농민 수익 안정성을 위한 전통적 유통구조 개선

y
y
y
y

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소액금융서비스 활성화
현지 농업활동과 괴리가 적은 소액대출산업 상품 개발
소농을 위한 소액금융서비스교육, 회계교육 시행

y 신선과일 수출과 관련한 국제시장 기준 충족 및 수출 확대 지원

y
y
y
y
y
y

y 축산업 가치사슬 구축

y 농산품 생산, 유통, 판매 단계 간 연결성 개선 및 농업 가치사슬 구축

y
y
y
y

농업 및 농촌개발 부문 수요
내용

31166, 31181, 31193

31193

유형별 CRS코드
31120, 31191
31150, 31191
31120, 31161, 31162
31110
31120, 31140, 31150,
31191
31120, 31150, 31163,
31195
31161, 31191
31191
31163, 31195
31163, 31182, 31195
31110, 31150, 31192
31110, 31191, 31194
31110, 31120, 31161,
31162
31194

주: CRS코드는 각각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31120: 농업개발, 31130: 농지개발, 31140: 농업용수자원, 31150:농업관련 기자재, 31161:식량 생산, 31162:경제 작물/수출 작물, 31163: 축산,
가축, 31164: 농지 개혁, 31166: 농업 지도, 31181: 농업관련 교육/훈련, 31182:농업 연구, 31191: 농업관련 서비스, 31192: 병충해 구제, 31193: 농업 금융서비스, 31194: 농업협동조합, 31195:
축산/수의 서비스.
자료: MOALI(2018)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미얀마 사무소, 선진 해외 사무소,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미얀마 센터, MOALI, 미얀마 농촌개발연수원(AERDTC), 예진농업대학 및 미얀마 FAO
사무소 등 현지 관계자 면담(방문일: 2018. 7. 2~6) 내용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경
쟁
력

생
산
성

핵심영역 및 주요목표
(Pillar & Objective)

표 2-26. 계속

3. 시사점
미얀마는 인구의 7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노동인구의 약 51%가 농
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이 전체 GDP의 29%를 차지하는 농업중심
경제다. 인도와 중국이라는 두 거대 시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풍부
한 토지와 강수량, 농업에 적합한 기후 등 유리한 자연조건에 힘입어 2010
년 이후 매해 7%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 국토의 44.5%가 산림지역으로 아시아 제3위의 산림보유국이나 최
근 지속적으로 산림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불법 벌목 및 산림 전용 등으로
인한 황폐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산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얀마 농산물 중 최대 수출 품목인 쌀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확 후 처리 시설이 부족하고 가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대
부분 1차 원물형태로 판매하는 실정이다. 미얀마의 낮은 농업생산성은 농업
기계화 비율이 낮고, 가공역량이 부족하며, 농업 관련 제반시설이 낙후된
점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농업개발전략(ADS)을 통하여
세가지 핵심영역(거버넌스, 생산성, 경쟁력)에서 농업개발의 목표와 전반적
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개발협력 수요의 방향은 [그림
2-23]과 같이 요약된다.
그림 2-23. 농업개발전략의 3대 핵심영역과 방향

역량
강화

정보

생산성

기초
연구

농업
가치사슬

거버넌스

농업제반
시설 및
기계화
금융
서비스

경쟁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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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농업개발전략(ADS)의 주요 추진계획을 종합해보면, 먼저 정보 공
유와 행정역량 강화가 ‘거버넌스’의 핵심 키워드로 파악된다. 정보제공 및
통계 시스템 개선, 토지 관리 및 규제의 투명한 처리와 소농의 토지에 대한
권리 향상은 미얀마 농업개발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공
유하고 자원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시킨다.
두 번째인 생산성과 농민소득 증대의 개발방향은 기초연구와 기계화 및
제반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 축산업, 임업 등 전반적인 농림 부문
의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전 지역에 걸쳐 농민교육을 확산하고자 한다. 이
에 따라 농업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농업 제반시설과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인 시장 연결성과 경쟁력 강화 부문의 개발방향은 농업 가치사슬
과 금융서비스로 요약할 수 있다. 농업 가치사슬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
산, 유통, 판매 단계 간 취약한 연결성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치사슬
내 품질 안전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
라의 농산품 품질인증제도,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등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 농업개발전략(ADS)은 식량안보, 농촌 빈곤율 감소, 소농의 소득
증대, 농림업 관련 무역활동의 경쟁력 증대, 농민들의 권리 보장과 강화를
최종 정책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의 최종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미얀마 농업개발협력의 구체적인 사업방향으로는 앞서 언급한 ADS의
3대 핵심영역과 6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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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미얀마는 2011년 개혁·개방 이후 서방세계로부터의 경제제재가 완화되
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ODA 지원이 확대되었다. [그림 3-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총 ODA 지원액은 2012년 6억
5,700만 달러 수준에서 2013년 72억 100만 달러 수준으로 약 11배 이상
증가했다. 2013년의 급격한 증가는 미얀마의 개방과 개혁으로 인한 국제사
회의 관심과 미얀마 정부의 개발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14년에는 총 ODA 지원액이 27억 1,7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감소하였고, 2015년에 다시 소폭 상승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ODA 지원액은 2014년과 2015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제재가 완화된
시점인 2012년 수준보다는 약 2.4배 높은 약 15억 5,400만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전체 및 농림업분야 ODA 지원액
(단위: 백만 달러)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2

2013

2014
전체

주: 2012~16년 실질가격(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4. 30)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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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15
임업

2016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ODA 지원액 중 농업 비
중은 각각 2.9%, 0.9%, 7.2%, 5.4%, 4.9%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변동되지
만 지난 5년 사이 농업지원액 비중은 약 1.7배 확대되었다. 임업 관련 지원
액의 경우, 총 ODA 지원액 중 0.2%, 0.2%, 0.1%, 0.2%, 1.0%의 비중으
로 농업 부문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2012년에 비해 2016년
의 임업 비중은 약 5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발협력 및 ODA 지원액은 미미하나, 이 중 임업 부문에 대한 국
제사회의 관심과 미얀마의 개발수요가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OD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OECD DAC

372

5,707

2,113

2,358

934

일본

125

4,542

956

1,713

235

한국

8

177

235

100

124

프랑스

6

501

8

6

48

독일

26

24

399

50

72

호주

42

54

74

56

46

영국

33

116

36

96

46

미국

49

94

146

119

183

기타 DAC국

83

199

257

220

178

Non-DAC

3

0.1

-

2

-

다자기구

282

1,495

604

1,166

620

EU기구

136

96

136

95

17

-

525

58

87

263

ADB
UN기구

35

38

50

67

35

WBG

73

523

307

896

300

기타 다자기구

38

313

54

22

5

총 합계

657

7,201

2,717

3,527

1,554

주: 1) 2012~16년 실질가격(Constant Price) 기준임.
2) 백만 달러 아래 부분은 반올림하여 측정하여 각 분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4. 30)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16년 미얀마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의 ODA 지원
액은 9억 3,400만 달러로 총 ODA 지원액의 60.1%를 차지하였고, 다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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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ODA 지원액 규모는 약 6억 2,000만 달러 수준으로 39.9%를 차지했
다. 주요 공여국은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이며, 다자기구
중 주요 공여기관은 세계은행그룹(WBG: World Bank Group), 아시아개
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UN기구, EU기구 등으로 나타
났다. 최근 5년간 OECD DAC 국가의 미얀마에 대한 ODA 지원액 규모는
2013년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2014년 절반 가까이 감소한 뒤 점차 줄어드
는 추세를 보였다.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2013년 가장 많은 개발협력 비
중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의 개발협력 자금이 2014년에 들어와 급격하게 줄
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과 2016년만을 비교하면 원조규모가 약
3배 확대되었다. 다자기구의 ODA 지원액 규모도 2013년에 급격하게 증가
하였지만 2014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3-1 참고).

그림 3-2. 미얀마 상위 공여국가 및 공여기관의 ODA 지원규모(2012~16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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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ADB

933

한국

644

미국

592

독일

570

프랑스

568

EU기구

479

기타 다자기구

432

영국

327

호주

273

UN기구

225
0

1,000

2,000

3,000

주: 1) 2012~16년 실질가격(Constant Price) 기준임.
2) 2012~16년 ODA 금액 합계.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5. 21)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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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상위 공여국가와 공여기관의 5년
간 ODA 지원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 기간의 대표적인
상위 공여국과 공여기관은 일본과 WBG이다. 일본은 5년 동안 약 75억
7,2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였고, WBG는 약 20억 9,8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였다. 단일 공여국의 경우, 일본 다음으로 한국, 미국,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공여기관의 경우, WBG 다음으로 ADB, EU기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주요 공여국의 대미얀마 ODA 지원방식(2012~16년)
(단위: %)
순위

1위

일본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지원방식 비중

지원방식

비중

지원방식

비중

지원방식

비중

지원방식

비중

프로젝트
49.0
투입

프로젝트
투입

94.2

프로젝트
투입

72.4

부채경감

64.0

부채경감

87.4

전문가 및
공동 프로그램
4.8
23.7
기타 기술원조
및 기금

프로젝트
투입

32.5

프로젝트
투입

11.5

2위 예산지원 25.1
3위 부채경감 24.0

장학금 및
학생연수

0.7

전문가 및
공동 프로그램
3.9
기타 기술원조
및 기금

2.1

전문가 및
0.5
기타 기술원조

주: 2012~16년 실질가격(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12)를 토대로 저자 작성.

최근 5년간 일본, 한국, 미국의 대미얀마 개발협력의 지원방식은 프로젝
트 투입 형태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각각 49%, 94%, 72%의 비중을 차지
한다. 또한, 일본의 지원방식 2순위, 3순위는 예산지원과 부채경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지원방식 2순위, 3순위는 전문가 및 기타기
술원조, 장학금 및 학생연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공동 프로그램
및 기금, 전문가 및 기타기술원조 형태가 지원방식 2순위, 3순위로 나타났
다. 일본, 한국, 미국과 달리 독일과 프랑스의 대미얀마 지원방식 1순위는
부채경감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원 방식 중 64%, 87%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독일의 지원방식 2순위와 3순위는 프로젝트 투입과 공동프
로그램 및 기금 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프로젝트 투입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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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및 기타기술원조 형태가 지원방식 2순위, 3순위로 나타났다(표 3-2
참고). 이를 통해, 일본, 한국, 미국의 개발협력사업은 주로 프로젝트 형태
를 선호하였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기존의 부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향후 한국도 공동프로그램 및 기금 확대가 필요하다
고 할 수 있겠다.

표 3-3. 주요 공여국의 대미얀마 지원분야 순위(2012~16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1

일본
분야

한국
금액

분야

경제 인프라
경제 인프라
412
및 서비스
및 서비스

미국
금액

분야

분야

금액

73

부채 관련
활동

99

25 인도적 원조

44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16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10

11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10

프로그램
원조

1

4 인도적 원조

8

다부문

1

4

2 생산 부문

3

부채 관련
활동

363 생산 부문

9 생산 부문

4

생산 부문

139

6

사회 인프라
134 인도적 원조
및 서비스

금액

부채 관련
활동

388

5

분야

55

프로그램
원조

다부문

금액

프랑스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88

2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독일

0.4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다부문

다부문

1

주: 1) 2012~16년 실질가격(Constant Price) 기준임.
2) 백만 달러 아래 부분은 반올림하여 측정함.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12)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3]에 나타나듯이, 일본과 한국의 대미얀마 개발협력 지원분야 1순
위는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이며, 전체 ODA 지원액에서 각각 27%,
68%의 비중을 차지한다.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는 운송 및 통신,
에너지, 금융 서비스 등이 포함되며, 일본은 주로 운송 및 통신, 에너지 부
문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였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주로 운송 및 통
신, 에너지 분야에 지원하였다. 미국의 경우,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가
대미얀마 개발협력 지원분야의 1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ODA 지원액
에서 46%의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는 정부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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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회, 교육 및 보건, 인구 정책이 포함되며, 미국은 주로 정부 및 시민사
회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였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대미얀마 개발협력
지원분야 1순위로 부채 관련 활동이 나타났다. 이는 전체 ODA 지원액에서
각각 64%, 87%를 차지한다.
표 3-4.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ODA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본

6

16

147

8

29

한국

1

10

7

4

9

독일

-

2

1

1

5

영국

-

27

-

27

1

미국

-

-

8

16

27

호주

0.4

3

3

6

2

기타 DAC국

8

7

14

18

15

DAC 공여국, 전체

15

65

179

79

87

ADB

-

-

1

0.3

-

WBG

-

-

-

100

-

UN

5

1

18

19

-

기타 다자기구

-

10

-

-

5

다자기구, 전체

5

11

19

118

5

합계

20

76

197

197

92

주: 1) 2012~16년 실질가격(Constant Price) 기준임.
2) 백만 달러 아래 부분은 반올림하여 측정하여 각 분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5. 28)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4]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총 ODA
지원액은 2015년까지 증가했지만, 2016년에 들어와서 절반으로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총 ODA 지원액을 DAC 회원국과 다자기구의 ODA 지원액
으로 분류해서 보면, DAC 회원국들의 농림업분야 ODA 지원액은 2012년
부터 2014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절반으로 감
소했으며, 2016년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다자간기구의 농림업분야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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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의 경우, 2015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2016년에 급격히 감소하
였다. 특히 2015년에는 다자기구의 농림업분야 ODA 지원액이 공여국의
ODA 지원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WBG가 이례적으로
2015년에 1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다자기구의 ODA 지원액이 급증했기 때
문이다.

2. 주요 공여국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가. 일본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개발협력사업과 ODA를 지원하고 있으며,
민주화, 평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2년 4월, 일본은
경제협력정책 재검토와 개발협력 우선순위에 초점을 둔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개발협력 우선분야는 생활환경 개선, 지속적인 경제와 사
회 성장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역량 구축,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위한 필수 시
스템과 기반시설 구축이다.109) 최근 일본의 개발협력은 2015년에 제정한 개발
협력 헌장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기반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표 3-5. 일본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ODA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양자 ODA(CRS)

2012

2013

2014

2015

2016

125

4,542

956

1,713

235

농업

5

15

146

8

28

임업

1

1

0.5

0.4

0.5

주: 1) 2012~16년 실질가격(Constant Price) 기준임.
2) 백만 달러 아래 부분은 반올림하여 측정함.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109) Japan’s Assistance to Myanmar Pamphle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6. 6)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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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를 살펴보면, 일본의 대미얀마 양자간 ODA 규모는 2012년 1억
2,500만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5년 뒤인 2016년에는 2억 3,500달러
수준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5년 동안의 지원액
추이를 살펴보면, 지원액은 매년 크게 증가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업분야에 대한 ODA 지원규모는 2014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한 점을 제외하면, 2012년 600만 달러 수준에서 2016년 2,850만 달
러 수준으로 약 4.7배 증가하였다. 또한 양자간 ODA에서 농림업이 차지하
고 있는 비중은 2012년 약 5%에서 2016년 12%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ODA 지원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3-3. 일본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ODA 사업유형별·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0.1
0.1
0.1
0.2

공여국 장학금
및 연수 지원

6.2
프로젝트
형태 투입

15.0

6.4

공여국 전문가
및 공무원 파견

145.5
27.2

0.1
0.1
0.1
1.0
1.4
1.9
1.3

NGOs,
기타 민간단체, PPPs
및 연구 기관의 지원

0

20

40

60

2012

2013

80
2014

100
2015

120

140

160

2016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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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을 살펴보면, 일본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원조 유형은 크게 4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조 유형은
프로젝트 형태 투입으로 5년간 약 2억 달러가 지원되었다. 그 다음은 NGO,
기타 민간단체, PPPs 및 민간 연구단체의 지원 형태로 약 560만 달러 수준
이 지원되었다. 나머지 공여국 전문가 및 공무원 파견, 장학금 및 연수 지
원의 형태에는 소규모로 지원되었다.
또한 일본은 최근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ODA 중 농업수자원 분야에 가장
많이 지원하였다(그림 3-4 참고). 농업수자원 분야의 총 ODA 지원액은 약
1억 4,030만 달러였으며, 이 중 1억 3,988달러가 2014년 JICA에서 진행
한 서부 바고(Bago) 지역 관개개발사업에 투입된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이
점을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업 ODA
지원분야는 농업개발, 축산, 농업교육 및 연수, 농업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일본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ODA 주요 분야별·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농업개발
토지자원
농업수자원
농업투입
식량작물생산
축산
농업 교육 및 연수
가축 및 수의학 서비스
산림정책 및 행정관리
산림개발

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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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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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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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이 OECD에 보고한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
발협력사업은 총 241개이며, 그 중 농업은 15개의 사업명으로 200개, 임
업은 1개 사업명으로 총 41개의 사업을 진행하였다(표 3-6 참고). 특히 종
합 기술협력 활동과 관련한 개발협력사업이 농림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었다. 그러나 지원액 규모로 보았을 때, 일본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은 미얀마 서부 바고(Bago) 지역 관개개발사업 분야, 구제역 관리
개선, 농업분야 인적개발제도 강화 등과 같은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일본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2012~16년)
(단위: 사업 수, 백만 달러)
구분

사업명

부문

사업 수

금액

1

미얀마 소수민족 농업 지원사업 (1단계)

농업

1

0.92

2

미얀마 소수민족 농업 지원사업 (2단계)

농업

1

0.98

3

미얀마 소수민족 농업 지원사업 (3단계)

농업

2

0.96

4

소외된 농민에 대한 무상원조

농업

1

2.19

5

남부 샨(Shan)주 Than Te 지역 농업 환경 개선

농업

1

0.05

6

농업개발을 통한 미얀마 소수민족 소득 창출 지원사업(1기)

농업

1

0.89

7

서부 바고(Bago) 지역의 관개개발사업

농업

1

139.88

8

미얀마 협동조합을 통한 농기계 공동 구매 및 이용

농업

1

0.38

9

민족 지역에서 분쟁에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위한 농업
생계와 복원력 개선사업

농업

1

4.88

10

구제역 관리 개선사업

농업

1

13.02

11

종합 기술협력 활동

농업

181

27.09

12

아시아의 빈곤 완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지원사업

농업

3

0.21

13

카야(Kayah)주 로이코(Loikaw) 지역구에 있는 Naung
Lone 댐의 개보수 및 업그레이드 사업

농업

1

0.08

14

농업분야의 인적개발제도 강화사업

농업

1

9.65

15

미얀마 농촌 청년들을 위한 역량개발센터 업그레이드와
마그웨이(Magway)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계수단 개발

농업

3

1.13

16

종합 기술협력 활동

임업

41

4.14

241

206.45

총 합계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3장 국제사회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 117

일본의 대미얀마 개발협력은 JICA, 농림수산성, 외무성에서 주로 진행하
고 있으며, JICA 비중이 91%이상을 차지하며 주로 기술협력, 금융 및 투자
협력, 무상원조 개발협력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그림 3-5 참고).

그림 3-5. 일본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ODA 기관별 비중(2012~16년)
(단위: %)
외무성 6%
농림수산성 3%

JICA 91%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미얀마의 JICA사무소는 1981년 양곤에 설립된 이래로, 35년 이상 현지
에서 다양한 ODA 활동을 수행해왔다. 또한 2012년 미얀마의 경제개방과
개혁으로 인해 JICA는 미얀마 정부의 발전계획과 개발협력 수요 및 관심분
야에 초점을 두고 개발협력방향을 설정하였다. 더불어 대미얀마 개발협력사
업 시 미얀마 인접 국가에서 진행한 개발원조를 통해 수집된 지식과 사례를
공유하고, 일본의 민간기업, 지방정부, NGO 등이 미얀마 내에서 적극적인
개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JICA의 대미얀마 농업부문 개발협력 목표는 농촌 취업 증대, 산업화 지
원, 농업 기반 GDP 성장 증대이다. 이에 따른 개발협력전략은 크게 두 가
지로, 빈곤 완화를 위한 소수지역 개발과 농산업 개발이다. 첫 번째는 지역
수요에 기반을 둔 연구 및 지도사업과 관련된 전략이며, 중점지역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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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지역, 북부 샨(Shan)주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는 집약적인 농
업, 작물다양화, 식품 가치사슬(Food Value Chain)에 대한 전략으로, 서
부 바고(Bago), 에야와디(Ayeyarwady), 스웨보(Shwebo) 지역을 중점지역
으로 설정하였다.
각 전략에 따른 주요 활동 및 사업은 연구와 정책개발 역량 강화에 초점
을 두고 수행한다. 첫 번째 전략에 따라 현재 JICA는 실용적인 농촌지도체
계 구축사업과 빈곤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 이와 더불어, 두 번째 전략에 따라 농업 및 농촌 기반시설 개발과 연계
된 농업기술사업, 농업금융사업의 확대, 축산업 및 어업 장려, 민간투자 장
려사업 또한 진행되고 있다(표 3-7 참고).

표 3-7. 2018년 JICA의 미얀마 농업부문 개발협력 목표, 전략, 주요활동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내용

목표

농촌 지역의 직업 창출, 산업화 지원, 농업 기반 GDP 성장

전략

□ 빈곤 완화를 위한 소수지역 개발
- 지역수요에 기반을 둔 연구 및 지도사업
- 중점지역: 중앙 건조지역, 북부 샨 주

□ 농산업 개발
- 집약적인 농업, 작물다양화, 식품 가치사슬
- 중점지역: 서부 바고, 에야와디, 스웨보 지역

□ 실용적인 농촌지도체계 구축
□
주요 □ 빈곤 감소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지원 □
활동
□
□

농업 및 농촌 기반시설 개발과 연계된 기술사업
농업금융사업의 확대
축산업 및 어업 장려
민간투자 장려

자료: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 미얀마 사무소 관계자 면담(방문일: 2018. 7. 6)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JICA의 대미얀마 개발협력사업 중 무상원조사업은 일본 기업이 수행기관
으로 참여한다. 반면 유상원조사업의 경우, 상위 도급은 일본이, 하위 도급
은 미얀마가 각각 담당한다. 하지만 미얀마 기업이 일본 기업보다 더 나은
제안서를 제시하거나 사업수행 성과를 보여준다면 미얀마 기업이 상위 도급
업체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JICA는 미얀마에서 개발협력사업
계획 및 수행에 있어 다른 국가 및 기관들이 진행한 사업 및 분야가 겹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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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한다.110)
[표 3-8]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00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JICA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사업은 총 14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9개, 종료된
사업이 5개로 나타났다. 원조유형으로는 기술협력 방식이 가장 선호되었고,
그 다음으로 유상원조, 무상원조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JICA는 대미얀마 농업부문 개발협력사업으로 식품 가치사슬(Food
Value Chain)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현재 JICA는 미얀마 농림
부와 함께 2017~2020 미얀마 식품 가치사슬 개발 로드맵(Road Map of
Food Value Chain Development)을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
지만 생산부터 마케팅에 이르는 가치사슬 사업은 모든 과정을 JICA에서 계
획 및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미얀마 관련 기관의 역량을 고려하여 주요 분
야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111)

110)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 미얀마 사무소 관계자 면담(방문일: 2018. 7. 6)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111)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 미얀마 사무소 관계자 면담(방문일: 2018. 7. 6)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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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JICA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ODA 사업 현황(2018년 6월 기준)

구분

사업명

현황

기간

대상지

원조
유형

1

예진농업대학교의 역량개발사업

진행

2015.11 ~
2020.11

Naypyitaw

기술
협력

2

서부 바고(Bago) 지역의 수익성 있는 관개
농업사업

진행

2016.3 ~
2021.3

Naypyitaw,
Bago

기술
협력

3

서부 바고(Bago) 지역의 관개개발사업

진행

2014.9 ~
2018.12

Bago

유상
원조

4

중앙 건조지대의 물 절약 농업기술 개발
프로젝트

진행

2013.6 ~
2018.10

Mandalay,
Magway

기술
협력

5

북부 샨(Shan)주의 일부 지역에서 농촌개발
및 아편 재배 근절사업

진행

2014.5 ~
2019.4

Northern
Shan

기술
협력

6

구제역 관리 개선사업

진행

2016.6

Yangon and
Thilawa Area

무상
원조

7

인증된 쌀 종자에 대한 접근성 개선사업

진행

2017.10 ~
2023.4

All Area/
Wide Area

기술
협력

8

농업 및 농촌 개발 2단계 대출사업

진행

2017.3 ~
2020.9

All Area/
Wide Area

유상
원조

9

우량 쌀 종자 증식 및 배분 시스템 개발사업

종료

2011.8 ~
2016.8

All Area/
Wide Area

기술
협력

10

코캉(Kokang)특구 1구역에서 아편 재배 근절
및 빈곤 감소사업

종료

2005.3 ~
2011.3

Kokang

11

농업 농촌지도 관련 인적자원 개발사업

종료

2007.7 ~
2011

Zalun
Township

기술
협력

12

남부 샨(Shan)주에서 순환 공생 사회의
자기개발사업

종료

2012.4 ~
2015.4

Southern
Shan State

유상
원조,
풀뿌리
기술
협력

13

에야와디 델타(Ayeyawady Delta) 지역
망그로브 종합 복원 및 관리사업

종료

2007.4 ~
2013.3

Ayeyawady
Delta

기술
협력

14

농촌인구의 경제 개선을 위한 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식물 다양성 보전 실현을
위한 미얀마 공무원 교육 및 연수

종료

2006.3 ~
2009.6

Chin State

주: 14번 프로젝트의 경우 JICA(2013) 참고함.
자료: Maps of JICA Major Projec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6. 11); JICA Activity in Myanmar(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6. 1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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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일본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
구 분

내 용
y

서부 바고 지역 관개개발사업(Irrigation Development Project in Western
Bago Region)

실행/
담당 기관

y
y
y

일본 국제개발협력기구(JICA)
미얀마 농축산관개부(MOALI)
미얀마 기획 재정부(MoPF)

기간/예산

y
y

2014. 9. 5 ~ 2021. 3. 31
총 1억 4,364만 달러

y

North & South Nawin irrigation areas, Wegyi irrigation area in Pyay District,
Bago Region, Taung Nyo irrigation area in Thayarwaddy District

y
y

서부 바고 지역의 관개 시스템 개발에 따른 농업 생산 증대
지역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발전 기여

사업명

사업지
사업 목적

지표
세부
내용

기대
성과

농작물 재배면적(ha)
주요 작물 생산량(ton/year)
차량 운용비 절감
(Kyat/ha/year)
연평균 농장 순소득
(Kyat/year/household)

콩류 26,761
콩류 35,474

2020년
(사업 완료 약 2년 후 예상)
콩류 74,207
콩류 94,835

138,163

120,460

1,930,000

2,853,904

2012년

자료: Mohinga Portal(검색일: 2018. 9. 27); JICA Ex-Ante Evalua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9. 2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독일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어 있던 시기에도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개
발협력 활동을 수행하였다. 서독은 연방경제협력부(BMZ: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동독은 경제협력부(MWZ: 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를 설립하여 개발협력 활동을 하였다.
통일 후에는 BMZ와 MWZ가 공동으로 중점파트너 국가와의 개발정책을 실
행하였다.112)

112) 김종섭 외(2012), pp. 3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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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Z는 독일의 외교부와 경제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개발협력사업 총괄
기관이다. 이 기관은 개발협력과 관련된 예산, 기획, 조정, 정책, 원칙 및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BMZ의 효율적인 국제원조
집행을 위해 기관 산하에 국제협력공사(GIZ: the German Federal Enterpris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와 독일개발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을 설립하였다. GIZ는 개발협력 활동에서 자문서비스, 전문
가 파견 등의 기술지원 분야를 담당하고, KfW는 차관 지원 분야를 담당한다.
독일과 미얀마는 1988년 민주화 운동이 잠잠해질 때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시기에는 공식적으로 광범위한 개발협력 사업들이 이루어졌
다. 하지만 군사 쿠데타 이후 진행하고 있던 개발협력 활동은 중단되거나
종료되었다. 2012년 EU가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독
일은 미얀마와의 개발협력을 재개하였고, 분야별·지역별 지원프로그램을 제
공하였다.
독일의 대미얀마 개발협력은 지속가능한 개발협력과 직업 창출에 중점을
두며, 농촌지역과 소수민족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속가능
한 개발협력을 위해 ①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② 금융시스템/중소기업(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개발 ③ 민간부문 개발 ④ 광업부문 조언 ⑤ 고
품질 기반시설로 총 5가지 우선분야를 설정하였다. 농촌개발에 대한 개발협
력은 2014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샨(Shan)주에 중점을 두고 사
업을 수행하였다. 독일의 미얀마 농촌개발의 주요 활동은 농촌전력화, 농촌
도로망 개발지원사업이다. 특히 농촌 도로망과 같은 사업은 농촌인구의 시
장, 직업훈련, 금융서비스, 병원 및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113)

113) BMZ 홈페이지(검색일: 2018. 7. 2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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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독일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ODA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양자 ODA(CRS)

26

24

399

50

72

농업

-

1

0.4

0.6

4.6

임업

-

0.4

0.3

-

-

주: 1) 2012~16년 실질가격(Constant Price) 기준임.
2) 백만 달러 아래 부분은 반올림하여 측정함.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10]에 나타나 있듯이, 독일의 대미얀마 양자간 ODA 지원액은
2012년 2,600만 달러 수준에서 2016년 7,200만 달러 수준으로 약 3배 증
가하였다. 2014년도에 약 3억 9,9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ODA가 지원되
었으며, 부채탕감 분야가 약 3억 6,400달러 수준으로 양자간 ODA 지원액
의 91%를 차지하였다. ODA 지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2014년도의 지원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을 제외하면 농업분야 ODA 지원
액은 2013년 약 100만 달러 수준으로 시작되어, 2016년에 약 46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임업분야의 경우 2013년, 2014년에 각각 40만 달
러, 30만 달러 수준의 규모로 지원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은 미얀마 농업
관련 개발협력에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임업 관련 개발협력에는 아
직까지 관심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6. 독일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ODA 사업 유형별·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프로젝트
형태 투입

0.66

1.52
2.77

기타 기술원조

0.04

NGOs,
기타 민간단체, PPPs 및
연구기관의 지원

0.58

0

0.5

1.76

1.0
1.5
2013
2014
2015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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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6

2.5

3.0

[그림 3-6]을 살펴보면,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원조 유형에 있어
독일은 프로젝트 형태 투입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NGOs,
기타 민간단체, 민관협력(PPPs: Public-Private Partnerships) 및 연구기관
지원방식, 그리고 기타 기술협력 방식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형태는 전
체 원조 유형의 약 67.6% 비중을 차지하였고, 5년간 총 520만 달러 수준으
로 지원되었다. 그 다음인 NGOs, 기타 민간단체, PPPs 및 연구기관 지원
은 약 31.9%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5년간 총 230만 달러 수준의 규모로
지원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기술협력 방식은 약 0.5%의 비중을 차지하였
고, 5년간 총 약 4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그림 3-7. 독일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ODA 주요 분야별·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0.39

농업개발
토지자원

0.06

농업개혁

0.52

1.01

0.32
0.35
1.16

농업 대체 개발

2.76

농업교육 및 연수

0.08

농업연구

0.04
0.36
0.27

산림개발

0

0.5

1
2013

1.5
2014

2
2015

2.5

3

2016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독일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의 주요 지원분야는 농업 대체 개
발, 토지자원, 농업개발, 농업개혁, 농업교육 및 연수, 농업연구, 산림개발이
며 이 중에서 농업 대체 개발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농업 부문의 경
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지원분야는 농업 대체 개발, 토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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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발이었지만 2016년부터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기 시작
하였다. 임업부문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만 산림개발이 개발협력의
주요 지원분야로 나타났다(그림 3-7 참고).
표 3-11. 독일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2013~16년)
(단위: 사업 수, 백만 달러)
구분

사업명

부문

사업 수

금액

1

남부 샨(Shan)주의 아편 재배지역 대체작물 개발

농업

1

2.8

2

지속가능한 농법을 위한 역량 구축

농업

1

0.1

3

농민 주도 개발 및 에야와디 델타((Ayeyarwady Delta) 지역
개발계획 강화

농업

1

0.5

4

미얀마와 라오스의 식량안보 강화와 적정 작물 생산 및 소규모
농가의 기업개발 촉진

농업

1

1.2

5

캬얀(Kayan)민족 지역의 자조 촉진에 중점을 둔 농촌 종합 개발

농업

1

0.5

6

카야(Kayah)주의 천연자원 및 원주민 권리 보호

농업

1

0.1

7

다른 국가와의 과학협력(다른 분야는 포함하지 않음)

농업

1

0.04

8

미얀마 토지 및 천연자원에 대한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 확보

농업

1

0.3

9

바고(Bago) 지역의 토지소유권 확보, 산림 거버넌스 개선 및
소수민족 권리 증진

농업

1

0.3

10

카야(Kayah)주의 농촌공동체의 사회적 결속력과 지속 가능한
자원개발 강화

농업

1

0.5

1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촌공동체의 역량 강화

농업

1

0.4

12

타웅지(Taunggyi) 지역 고아 농가의 농업지원

농업

1

0.0

13

카친(Kachin)주의 천연자원 관리를 위한 마이크로 유역 접근법

임업

1

0.3

14

지속가능한 사용 및 재난 위험 감소

임업

1

0.4

14

7.4

총 합계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OECD CRS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개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총 740만 달러 수
준으로 나타났다. 총 14개의 사업 중 12개의 사업이 농업부문이었으며 총
670만 달러 수준으로 지원되었다. 나머지 2개의 사업은 임업부문 사업으로
총 90만 달러 수준으로 지원되었다(표 3-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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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독일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기관별 비중(2013~16년)
(단위: %)
바덴뷔르템베르크
연방주 7%
연방교육
연구부 7%

BMZ 86%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13부터 2016년까지 미얀마에서 진행된 독일의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활동에서 수행기관 비중은 BMZ 86%, 연방 교육연구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7%, 바덴뷔르템베르크 연방주(Federal State
of Baden-Württemberg) 7%로 나타났다(그림 3-8 참고).
표 3-12. GIZ의 대미얀마 농업 개발협력사업 진행 현황(2018년 8월 기준)
구분

사업명

사업부문

기간

예산(유로)

1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및 식품 품질 이니셔티브

농업 정책
및 관리

2017.05~
2021.05

5,000,000

2

약물정책 및 개발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DPD)

농업 대안
개발

2015.06~
2019.05

7,900,000

3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ASEAN
biocontrol)

농업 정책
및 관리

2010.11~
2019.12

12,204,981

자료: GIZ Project data(검색일: 2018. 8. 15)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BMZ의 주요 협력기구이자 원조이행기구인 GIZ는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서 현재 3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 2,51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
고 있다. 주된 지원부문은 농업정책 및 관리, 농업 대안 개발 부문으로 나
타났다(표 3-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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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독일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
구 분

내 용
y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 ASEAN Biocontrol(Sustainable
agrifood systems in the Asian Region (ASEAN Biocontrol))

재원/
실행 기관

y
y

국제협력공사(GIZ)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기간/예산

y
y

2010. 11. 8 ~ 2019. 12. 31
총 1,220만 4,981유로

사업지

y

미얀마 전체

y

아시아 국가들의 아세안 종합 식량안보 프레임워크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국가
수준에서 이행
국가정책과 단일 시장(ASEAN 경제공동체)의 조화

사업명

사업 목적
y

세부
내용

y
구성
y
요소
y

정책 프레임워크
농업 관련 생산기술 구현(지속가능한 생산)
시장 연계(지속가능한 가치사슬)

y
기대 y
성과
y

아세안 가입국에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한 제도 등록
약 500명의 장관급 직원과 농업전문가, 1만 개 이상의 농가에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교육 제공
민간부문과의 협력 확대

자료: GIZ Project data(검색일: 2018. 9. 27)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영국
영국은 과거 식민주의 정책을 토대로 연방국과 활발한 교역을 추진하였
다. 이에 영국의 초기 개발협력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번영을 위해 연방
국에 기본적인 투자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원조규모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교역상대국의 사회적 후생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영국의 개발협력은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방식, 법적인 근거, 명확한 목
적과 비전 등이 수립되어 있어 국제원조사회의 모범적인 모델로서 인정받고
있다. 영국의 개발협력정책은 국제개발법(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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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과 국제개발부(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의 원칙과 근거를 기반으로 개도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2002년 제정된 국제개발법은 원조의 목적을 ‘빈곤퇴치’로 명확히 명
시하고 있으며, 최빈국 지원, 개도국의 빈곤 감소, 수원국 수요에 따른 원
칙, 그리고 구속성 원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14) DFID의 개발협
력 전략 목표는 ① 국제 평화, 안보,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해외 빈곤 퇴
치와 자국의 안보 강화 ② 위기 대응 및 복원력 강화 ③ 국제적 번영 촉진
④ 국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지원 및 극빈곤층 완화이다.115)
영국의 대미얀마 개발협력 목표는 빈곤감소, 교육 및 보건 서비스 개선,
평화 정착, 더 나은 정부 구축이다. 이에 따른 우선분야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구축, 포괄적 성장 및 책임 있는 투자, 주와 관구정부 수준에
서의 선출된 기구 및 의회 강화, 평화 구축 및 민족 간 화해 과정 지원, 생
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생계 지원 및 보건·교육서비스 접근성 개선이다.
최근 미얀마에 대한 영국의 양자간 ODA 지원규모는 2012년 3,300만
달러 수준에서 2016년 4,600만 달러 수준으로 약 1.7배로 증가하였다. 하
지만 5년 동안의 지원액 추이를 살펴보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또한 농업부문 ODA 지원규모는 2013년과 2015년에 각
각 약 2,700만 달러씩 지원이 되었고, 2016년에 약 5만 달러가 지원되었
다. 임업분야의 경우, ODA 지원규모는 2016년에 약 100만 달러 수준으로
유일하게 지원되었다.(표 3-12 참고).

114) 김종섭 외(2012), p. 248.
115) DFID(2015), p. 3.

제3장 국제사회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 129

표 3-14. 영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ODA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양자 ODA(CRS)

33

116

36

96

46

농업

-

27

-

27

0.05

임업

-

-

-

-

1

주: 1) 2012~16년 실질가격(Constant Price) 기준임.
2) 백만 달러 아래 부분은 반올림하여 측정하였음.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영국의 원조는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특정 목
적의 프로그램 및 기금 유형과 프로젝트 투입 유형으로 이루어졌으며, 5년
간 각각 약 5,360만 달러, 약 11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그림 3-9 참고).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특정 목적의 프로그램 및 기금은 주로 2013년과
2015년의 생계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LIFT)사업과 자연재해방지 관련 사업
을 지원하였다. 반면 프로젝트 투입방식은 2015년과 2016년의 외부 중간
점검 및 최종점검, 환경보호, 불법 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였다.

그림 3-9. 영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ODA 사업유형별·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프로젝트
형태 투입

0.1
1.0

국제기구에 의해
관리되는 특정 목적의
프로그램 및 기금

26.7
26.8

0

5

10
2013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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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영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ODA 주요 분야별·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6.72
26.93

농업개발
축산업

0.04

농업연구 0.06
0.02

산림정책 및
행정관리

0.94

0

5

10
2013

15
2015

20

25

30

2016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최근 영국이 지원한 미얀마 농업 ODA 주요 분야는 농업개발, 축산업,
농업연구 분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농업개발 분야에 가장 많이 지원하
였다. 반면 임업 ODA 주요 분야에서는 산림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에만 지
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0 참고).

그림 3-11. 영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기관별 비중(2012~16년)
(단위: %)
국제개발부(DFID)
62%

외무성(FCO)
38%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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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영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2012~16년)
(단위: 사업 수, 백만 달러)
구분

사업명

부문

사업 수

금액

DIFD
1

기후 적응과 복원력-자연재해 방지 및 예방

농업

1

11.01

2

기후 적응과 회복에 대한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
(LIFT)

농업

1

15.83

3

미얀마 농촌의 빈곤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및 식량
안보 신탁기금(LIFT)

농업

1

26.72

4

외부기관으로부터 중간 및 최종 점검

농업

1

0.08

5

유럽 연합과의 거버넌스 및 자발적인 무역 파트너십 협약,
산림 법 제정의 협상과 개발지원

임업

1

0.94

6

미얀마의 환경 보호

농업

2

0.08

7

미얀마의 야생 육류 거래 금지

임업

1

0.04

8

54.71

FCO

총 합계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은 총 8개의
사업에 총 약 5,471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그림 3-11]에 나와 있듯이, 사업
은 주로 국제개발부(DFID)와 외무성(FCO: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이 시행하였으며, 각각 62%와 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DFID의 경우, 4개의 농업 관련 개발협력사업과 1개의 임업 관련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다. 농업분야의 원조형태는 주로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특정
목적의 프로그램 및 기금 방식과 프로젝트 투입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임업
분야는 프로젝트 투입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주된 사업
은 주로 생계 및 식량안보를 위한 신탁기금 조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성
및 복원력 강화, 재난 대응이다. 임업분야의 경우, 주된 개발협력사업은 불법
벌목 관련 법률 및 제도 구축, 임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다.
FCO는 3건의 농림업 관련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원조 형태가
모두 프로젝트 투입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2015년도와 2016년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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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영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
구 분

내 용
y

기후 적응과 회복에 대한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Trust Fund for Climate Adaptation and Resilience)

재원/
실행 기관

y
y

영국 국제개발부(DFID)
유엔 프로젝트 조달기구(UNOPS)

기간/예산

y
y

2014. 4. 1 ~ 2015. 12. 31
총 1,330만 달러

사업지

y

미얀마 전체

y

복원력 있는 주거환경과 식량안보를 촉진함으로써 미얀마 빈곤층의 소득 및 영양
상태 개선

사업명

사업 목적

세부
내용

y
y
y
y
y
y
기대
y
성과
y
y
y
y
y

농촌가구의 소득 증가
외부 충격, 스트레스, 불리한 환경으로부터 농촌가구 및 마을 복원력 증가
여성과 어린이의 영양 개선
빈곤층 개발을 위한 정책 및 효과적인 공공 지출 개선
소농 농가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장기반 생산 증가
소규모 농민에 대한 시장조건 및 접근성 개선
소농과 토지 무소유자들을 위한 비영농 분야에서의 안정적 고용 증가
소농과 토지 무소유자들에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개선된 영양, 위생, 소독
소농과 토지 무소유자들에게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접근 보장
식품 및 주거환경 안보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민간기업, CSOs, 지역 정부, 마을의
지역역량 강화
가난한 빈곤층과 관련된 정책 창출

자료: Mohinga Portal(검색일: 2018. 10. 10); Development Tracker(검색일: 2018. 10. 1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라. 미국
미국의 대미얀마 개발협력은 1958년 U.S-Burma 경제협력 조약을 계기
로 시작되었다. 이 조약을 통해 미국은 미얀마와 긴밀하게 협력하였고 농산
물 교역, 유·무상 원조를 통한 기술서비스, 교육 및 연수, 기반시설 장비 등
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1968년 미얀마 군사 쿠데타 발발로 진행하던 협력
사업들이 중단되었다. 1978년 미얀마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은 농업과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였다. 특히 농업분야는 옥수수와 지방종자(Oil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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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식용유 가공, 유통에 중점을 두었다. 1988년 미얀마 군부 쿠테타 정
부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면서, 미국의 대미얀마 개발협력은 다시 한 번
중단되었다. 10년 후인 1998년 미국은 WHO, FAO, 기타 국제 NGO 기구
들과 함께 보건분야에서 대미얀마 개발협력을 재개하였다. 최근 미국의 대
미얀마 개발협력은 농업과 어업, 수자원, 위생, 보건 등의 생계 향상에 중점
을 두었으며,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함께 많은 협업 활동을 하고 있다.116)

표 3-17. 미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ODA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양자 ODA(CRS)

49

94

146

119

183

농업

-

-

8

16

27

주: 1) 2012~16년 실질가격(Constant Price) 기준임.
2) 임업 관련 ODA 지원액 Data 없음.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미국의 대미얀마 양자간 ODA 지원액은 2012년 4,900만 달러 수준에서
2016년 1억 8,900만 달러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농업부문에 대한 ODA 지원액도 2012년과 2013년을 제외하면, 2014년
약 800만 달러 수준에서 2016년 2,700만 달러로 약 3.4배 증가하였다. 반
면 임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7 참고).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미국은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에서
농업부문에만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6) USAID BURMA 홈페이지(검색일: 2018. 7. 3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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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미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ODA 사업유형별·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7.66

프로젝트
형태 투입

기타 기술원조

12.73
19.97

0.19
0.05

공여국 전문가 및
공무원 파견

0.04

국제기구에 의해
관리되는 특정 목적의
프로그램 및 기금

2.68
7.00

0

5

10
2014

15
2015

20

25

2016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12]를 살펴보면, 프로젝트 형태 투입, 기타 기술원조, 공여국 전
문가 및 공무원 파견, 국제기구에 의해 관리되는 특정 목적의 프로그램 및
기금의 원조 형태가 미국의 주된 원조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젝트
유형과 국제기구에 의해 관리되는 특정 목적의 프로그램 및 기금 유형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프로젝트 유형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약 4,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농림업 사업 중 약 80%
의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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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미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ODA 주요 분야별·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1.43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4.69
5.95

6.24

농업개발

10.91
21.08

농업교육 및
0.04
연수

0

5

10
2014

15
2015

20

25

2016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13]을 살펴보면,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농업개발, 농업교육 및
연수가 미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의 주요 분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업개발이 약 75.9%(약 3,8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분야, 농업교육 및 연
수 분야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약 24%, 0.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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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미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2014~16년)
(단위: 사업 수, 백만 달러)
구분

사업명

분야

사업 수

금액

1

행정관리 및 감독

농업

16

1.28

2

아시아 지국과 입법 및 공보부의 행정, 기술, 직원 서비스지원:
관리 및 감독

농업

1

0.03

3

농업 가능 환경

농업

2

1.22

4

농업부문 생산성

농업

4

6.67

5

ARP-IFDC-가상 비료연구센터: 농업부문 생산역량

농업

1

1.38

6

식량안보 서비스센터-프로그램 설계 및 학습

농업

1

0.35

7

국제개발연맹 연간 프로그램 성명서 FY2012: 농업 가능 환경

농업

1

1.01

8

국제개발연맹 연간 프로그램 성명서 FY2012: 농업부문 역량

농업

1

1.00

9

미얀마의 식량안보 연구 및 분석역량 강화: 농업 가능 환경

농업

3

4.78

10

미얀마의 식량안보 연구 및 분석능력 개선: 농업부문 역량

농업

1

0.77

11

표본 수집 워크숍

농업

1

0.04

12

토지보유 및 기후변화: 농업 가능 환경

농업

2

3.01

13

민간부문 개발활동: 농업 가능 환경

농업

1

0.37

14

민간부문 개발활동: 농업부문 역량

농업

2

0.89

15

USAID의 생계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LIFT) 지원: 농업 부문
역량

농업

2

9.33

16

농촌개발을 위한 가치사슬: 농업부문 역량

농업

2

16.54

17

가상 비료연구센터 프로그램: 농업부문 역량

농업

1

1.65

42

50.33

총 합계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미얀마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이 이루어진 2014년부터 2016년
까지의 OECD 통계자료를 살펴봤을 때, 미국은 17개의 사업주제를 가지고
총 42개의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였다. 미국이 지원한 사업의 주제는 크게
농업분야 역량 강화(생산성 포함)와 농업 가능한 환경 조성 지원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이 진행된 사업은 행정관리 및 감독과 관련된
사업으로 16개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
된 사업은 생계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LIFT) 지원사업과 농촌개발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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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사업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1,654만 달러, 933만 달러 수준의 규
모로 지원되었다(표 3-18 참고).

그림 3-14. 미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기관별 비중(2012~16년)
(단위: %)

농업부 2%

USAID 98%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최근 미얀마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의 대표적인
원조수행기관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로 나타났다(그림 3-14 참고). USAID는
대미얀마 개발협력을 위해 ① 민주화, 인권, 법 제정(Democracy, Human
Rights, Rule of Law) ② 평화 및 조정(Peace and Reconciliation) ③
포용적인 경제발전(Inclusive Economy Growth) ④ 보건(Health)으로 나
누었다. 이 중 농림업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은 ③ 포용적인 경제성장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USAID는 포용적인 경제발전 분야에 약 8,000만
달러의 금액을 지원하였고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제 NGO, 대학들과 함께 협
력하였다. 주된 공동 이행기관으로는 Winrock International, Michigan State
University, Tetra Tech ARD, Nathan Associates, Indiana University,
UN Office for Project Service, International Fertiliz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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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IFDC),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IRRI) 등이며, 개발
중점지역은 건조지대(Dry Zone), 델타(Delta), 라카인(Rakhine)과 샨(Shan)
주이다.
포용적 경제발전 분야의 목표는 지역산업체 확대, 지역사회의 새로운 경
제기회 창출, 소규모 농민들의 생계 개선이다. 특히 농업분야 개발협력에서
는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농촌개발 지원과 소규모 농민들의 권
한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USAID는 전반적인 농업성장을 유도하여
기아와 빈곤을 감소시키고자 농업 및 식량안보 분야를 지원하였다. 이에 따
라 소규모 농민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금융 및 농촌지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 개선되었고, 가치사슬 접근법을 통해 소규모 농민과 최종 시장의 연결이
보다 수월해졌다.

표 3-19. USAID의 미얀마 포용적인 경제발전 분야 주요성과(2016~17년)
주요 성과 및 내용
y
y
y
y
y
y
y

4만 명 이상의 소규모 농민들이 농촌지도(Extension)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대조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 48%의 순소득이 증가
샨(Shan)주의 소규모 생산자 대상 고품질 커피 생산 교육 → 낮은 등급의 커피보다 2~4배
높은 가격이 책정됨.
신용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1만 개 이상의 영세기업에 금융서비스 제공
소규모 농민들에게 토지 보유 안보, 작물 선택, 금융에 대한 접근성, 단체 설립 및 교섭권
확대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및 민간분야에 지원
150명의 사업 및 경제 저널리스트 연수
투명하고 참여적인 입법절차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참여자(투자자) 제약 완화 → 실질적인
경쟁과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민간부문의 성장 유도
미얀마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 상위 기업의 지원

자료: 2017 USAID Burma Inclusive Economic Growth Fact Shee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30)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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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미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
구 분

내 용

사업명

y

농촌 개발을 위한 가치사슬(Value Chains for Rural Development)

재원/
실행 기관

y
y

미국 국제개발처(USAID)
Winrock International

기간/예산

y
y

2014~2019(5년 단위 사업)
총 2,700만 달러(~2018)

사업지

y

샨 주(Shan State), 중앙 건조지역(Central Dry Zone)

사업 목적

y
y

소규모 농장 생산 시스템의 농업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
민간부문 참여 강화를 통한 시장 접근 및 무역 증가

세부
내용

y
구성
y
요소
y

커피, 콩, 생강, 멜론, 참깨에 대한 가치사슬 개발
아시아의 F2F(Farmer to Farmer) 프로그램
민간부문의 참여

y
y
y
주요
y
활동
y
y
y

목표 가치사슬에서 경쟁력 전략 개발
농업 투입재의 가용성, 경제성 및 접근성 향상
공동체 기반의 생산자 조직 강화
생산성 향상 사례 및 기술 소개
지역 농업 확장 및 농업 자문 서비스 개선
민간부문 연맹 구축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소액 기금

y
y
y
성과 y
y
y
y

농업 생산성 및 식량안보 관련 단기연수 제공(25,283명)
55개의 지역사회 기반 농업단체, 민간기업 또는 무역협회 지원
농업분야에서 14개의 신규 민관 파트너십 체결
프로젝트를 통한 17,887 농촌가구에 직접 원조 제공
농업분야에 신규 민간분야 투자를 140만 달러로 촉진
47개의 새로운 농업기술 및 관리기법 이전
가치사슬을 개발하는 32개의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

자료: USAID Foreign Aid Explorer(검색일: 2018. 10. 3)와 Winrock International Value Chains of Rural Development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3)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마. 호주
호주의 해외원조 및 개발협력사업은 호주 국제개발청(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서 담당해왔으며, 이 기관은
2013년 정부의 외교통상부(DFAT: Department for Foreign Affairs and
Trade)로 통합되었다. 호주의 대미얀마 개발협력 목표는 원조투자계획(Aid
Investment Plan) 2015~2020을 토대로 ① 인적개발 강화 ② 평화 및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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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③ 포용적인 경제발전 및 정부 관리로 설정하고, 인도주의적 원조 및
개발을 원조전략으로 삼았다.117) 또한 2017년부터는 미얀마 원조사업 수행
시 외교정책 백서에 따라 안정성, 번영, 국제협력 등을 고려하였고, 2018~19
년에는 평화와 안정, 민주적인 제도 강화, 인도주의적 원조 교류, 교육의 질
개선, 포용적인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토대로 호주는 2016~17
년에 교육, 성 평등(Gender), 소득,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성과를 낳았다(표
3-21 참고). 교육분야에서는 어린이들과 불우 학생들에게 교육 관련 무상
원조와 장학금이 지원되었고, 성 평등 분야에서는 3개 주(라카인, 샨, 카친)
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
었다. 소득분야에서는 미얀마의 약 34만 가구가 소득 증가를 달성하였고,
이 중 약 32%가 여성가장이었다.

표 3-21. 호주의 미얀마 개발협력 주요성과(2016~17년)
주요성과 내용
y
y
y
y
y

약 4만 7,000개 학교, 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교육 관련 무상원조 제공
불우 학생 15만 8,000명 (여학생 54%)에게 장학금 제공
라카인(Rakhine), 샨(Shan), 카친(Kachin)주 약 6만 명의 여성들에게 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미얀마의 34만 2,000가구(여성가장 32%)의 소득 증가
미얀마의 민간부문 투자 확대와 관련된 중요 법안을 통과시키는 19개 의석 확보를 위한
보궐선거 개선

자료: DFAT(2017, p. 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22. 호주의 대미얀마 농업부문 ODA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양자 ODA(CRS)

42

54

74

56

46

농업

0.4

3.3

2.9

5.6

1.7

주: 2012~16년 실질가격(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117) DFAT(2015), pp. 3-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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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대미얀마 개발협력 ODA 지원액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6
년까지 총 약 2억 9,2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지원액 규모는 2014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5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또한 농업에 대한 지원액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하지만 2012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지원액 규모는 약 40만 달러에서 170만 달러 수준으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임업분야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원이 관찰되지 않았다(표 3-22
참고).

그림 3-15. 호주의 대미얀마 농업부문 ODA 주요 분야별·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0.55
0.05

농업수자원
식량작물생산

3.00

2.41
2.29
2.37

농업연구

1.68
농업 서비스

0.02
0.00
0.01

농업 금융 서비스

0.41
0.33
0.62
0.19

축산/수의 서비스

0

0.5

1
2012

1.5
2013

2
2014

2.5
2015

3

3.5

2016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미얀마 농업부문 개발협력에 대한 호주의 주된 지원분야는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농업수자원, 식량작물생산, 농업연구, 농업서비스, 농업금융서비
스, 축산/수의 서비스 분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업연구와 식량작물생산 분
야가 전체의 약 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원규모는 각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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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만 달러, 542만 달러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 축산/수의 서비스, 농업
수자원, 농업서비스, 농업금융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15 참고).

그림 3-16. 호주의 대미얀마 농업부문 ODA 사업유형별·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3.00

0.00

프로젝트
형태 투입

2.57

0.02

기타
기술원조

2.29
2.42

1.68
0.41
0.33
0.62
0.59

국제기구에 의해
관리되는 특정 목적의
프로그램 및 기금

0

0.5

1
2012

1.5
2013

2
2014

2.5
2015

3

3.5

2016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액을 원조 유형별로 보았을 때, 호주는 주로 프로젝
트 형태 투입, 기타 기술원조, 국제기구에 의해 관리되는 특정 목적의 프로
그램 및 기금과 같은 유형으로 지원하였다. 이 중 기타 기술원조 유형이 전
체의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원규모는 약 639만 달러 수준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형태 투입이 40%를 차지하였고, 지원규모
는 약 560만 달러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에 의해 관리되는 특정
목적의 프로그램 및 기금은 약 14%를 차지하였고, 지원규모는 약 195만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림 3-16 참고).

제3장 국제사회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 143

표 3-23. 호주의 대미얀마 농업부문 개발협력사업(2012~16년)
(단위: 사업 수, 백만 달러)
구분

사업명

분야

사업 수

금액

1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무상원조

농업

1

0.41

2

미얀마 지역사회의 파트너십과 복원력을 지원하는 CARE사업

농업

1

3.00

3

국경을 초월한 동물 질병 및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 차단: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무상원조와 기타 계약비용

농업

1

0.33

4

지역별 소고기 시장과 교역

농업

1

0.02

5

쌀 분상질(Chalkiness) 감소

농업

1

0.005

6

녹두 육종 및 생산 개선

농업

1

0.01

7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지역별 소고기 시장 및 교역에 대한 추가
분석

농업

1

0.02

8

농업 관련 사업 마스터 수업의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개발

농업

1

0.06

9

국제 농업 및 식량안보 프로그램 2014~2015 민간부문 파일럿
사업: 저소득 국가의 소득과 식량 및 영양 안정 개선

농업

1

0.40

10

Grow Asia: 농업 관련 사업 벤처기업의 개선을 위한 민간분야,
정부, 시민사회, 연구 및 학계, 농민 및 기부자 결합

농업

1

0.15

11

생식질(Germ-plasm) 강화의 핵심분야를 밝히기 위한 녹두의
육종과 생산 개선

농업

1

0.002

12

인레(Inle) 호수의 종합 관리

농업

1

0.05

13

녹두 Mini-Core Germ-plasm의 증식 및 분배

농업

1

0.02

14

쌀 분상질 감소 연구

농업

1

0.004

15

미얀마 지역사회 파트너십 및 복원력 지원

농업

1

2.41

16

호주 국제농업센터: 기타 연구 프로젝트

농업

1

0.35

17

직접적인 원조 프로그램: Garden Towers Gardening Project

농업

1

0.02

18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에서의 카사바 가치사슬

농업

2

0.01

19

국경을 초월한 동물 질병 및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 차단: 관리 프로그램 지원비용

농업

2

0.001

20

국경을 초월한 동물 질병 및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 차단: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무상원조

농업

2

0.81

21

미얀마의 토지자원 정보 조사

농업

2

0.019

22

호주 국제농업센터: 다각적 연구 프로그램

농업

3

5.84

28

13.941

총 합계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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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을 살펴보면, 호주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얀마에 대한 농
업 개발협력사업으로 22개의 주제로 2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중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 Australian Center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의 다각적 연구 프로그램118)에 가장 많은 사업 수와 금액이 지원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는 다각적 연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2013년 6
월과 11월에 미얀마 농림축산관개부, 농업관개부와 함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미얀마 취약계층에게 시급한 생필품 제
공과 농업 관련 기관 및 학자들의 역량 강화이다. 또한 미얀마 정부의 농업
부문 개발목표와 호주의 ‘포용적인 경제발전’이라는 전략 목표를 연계하여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우선순위 연구로는 농업부문(축산 및 어업 포함)의 생산 및 수확후
기술 적용 및 개선을 통한 중앙 건조지역과 에야와디 델타(Ayeyarwady
Delta) 지역의 농가소득 및 농산물 생산증가사업이 있다. 이 외에도 농업,
축산업, 어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농촌지도사업 강화, 대
학원생 단기연수, 정책 강화를 위한 미얀마 정부 관련기관에 기술원조 및
자문사업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기 국가전략으로 2017~18년에 끝날
예정이다. 이에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는 프로그램 지속을 위해 향후 우선
순위 연구분야를 선정하였다. 현재 선정된 향후 연구 우선순위는 ① 지속가
능한 소고기 산업과 정책 개발 ② 녹두 육종 및 기계화 ③ 농가소득과 생산
성 향상을 위한 쌀 기반 작부 체계의 다양화 및 강화 ④ 경관 회복과 생산
성을 위한 토지 평가와 자원 관리계획 및 관리 개선 ⑤ 에야와디 델타 지역
의 수산업 관리와 소규모 및 지역 양식업(Aquaculture) 개발 ⑥ 중앙 건조
지역에서의 소기반의 소규모 축산업 ⑦ 중앙 건조지역과 에야와디 델타 지
역의 농민들에게 제도적 역량 강화 및 농촌지도 서비스를 통한 유망 적정
기술 보급이다.
118)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의 홈페이지(검색일: 2018. 8. 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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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호주의 대미얀마 농업부문 개발협력 기관별 비중(2012~16년)
(단위: %)
기타 기구
46%

AusAID
54%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6.6)를 토대로 저자 작성.

호주의 미얀마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 중 약 54%를
AusAID가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46%는 기타 기구(Miscellaneous)가
담당하고 있다(그림 3-17 참고). AusAID의 대미얀마 농업분야 개발협력은
호주의 미얀마 개발협력 목표인 ③ 포용적인 경제발전 및 정부 관리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농업부문 개발협력에서 AusAID는 주된 농촌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LIFT)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 이사회
회원국으로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생계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 사업
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8년까지 호주는 약 2,900만 달러를 지원
하였다. 주된 사업지로는 에야와디 델타 지역과 중앙 건조지역이며 농경 및
농업 관행 개선과 농민조직 설립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 사업으로 인해 부
분적이지만 농촌의 농업생산성이 향상되었고, 농민들에게 저리대출 서비스
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후변화 피해 완화에 기여하였으며, 여성과 관련된
지원을 통해 모성 영양 개선, 여성의 금융 및 신용에 대한 접근이 향상되
었다. 이 밖에도, 농업 공공 지출 검토 및 정부 농업정책 개발과 같은 거
버넌스 역량을 강화하고자 농업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였
다.119)

119) DFAT(2017), pp. 14-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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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국제기구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협력 현황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은 1960년대 초 세계 최빈국의 경제성장과 협
력 촉진을 목적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31개국이
가입했으며, 현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8개국을 포함하여 총 67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ADB의 출자금 비중은 일본이 15.6%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호주, 한국 순으로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이 일본과 같은 비중
인 15.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 독일, 캐나다
순으로 출자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24. ADB의 분야별 일반 자금 및 양허성 약속 자금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13

농업·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2014

2015

2016

2017

1,336

557

916

981

1,525

400

617

905

619

710

2,692

4,705

3,280

2,984

6,256

금융

621

1,218

2,392

1,607

2,761

보건

149

50

330

226

211

산업 및 무역

73

71

412

552

357

정보 통신 기술

-

50

169

25

70

공공 분야 관리

1,658

1,180

2,084

1,755

1,250

운송

5,330

3,859

3,996

2,855

5,385

교육
에너지

식수와 기타 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

1,681

1,601

1,702

1,658

1,572

합계

13,940

13,908

16,184

13,260

20,097

자료: ADB(2017a), p. 7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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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에서 보듯이, 2017년 ADB 일반 자금 및 양허성 자금에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 분야(약 31%)이다. 그 다음으
로는 운송, 금융, 식수와 기타 도시 인프라,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순
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약 27%, 14%, 8%, 8%씩 차지하고 있다.
미얀마는 1973년 ADB에 가입하였으며 1988년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정
지되었다. 이후 2012년 회원국으로서 자격을 갱신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국가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개발협력을 진행하였다. ADB의 대미얀마 개발
협력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교육 및 훈
련, 도시 및 농촌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개발협력의 효과
성 및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ADB는 2017년 처음으로 대미얀마 국
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7~2021을 구축하
였다. ADB의 대미얀마 CPS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발전과 빈곤 퇴
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교육과 훈련, 농
촌개발, 교통, 에너지 및 도시개발을 위한 인프라에 중점을 두고 개발협력
활동을 한다. ADB의 CPS는 새로운 미얀마 행정부의 국가 발전 의제 및 기
타 전략적 우선순위와 일치한다.120)
CPS에 기반을 둔 ADB의 대미얀마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교통 분야의 경
우, 국민들의 연결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면서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방
식을 촉진하며, 도시와 농촌, 지역 교통 네트워크를 개발하고자 한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다양한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지원을 통해 전력 공
급 네트워크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재난 위험 관리 및 대
응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 및 농촌 개발과
관련된 재난 복구 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정부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121)
농업과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분야의 경우 ADB는 국가 및 민간 투자 확
대를 위해 2017년 총 양허액 중 7.6% 규모인 15억 3,000만 달러를 양허하

120) ADB(2017c), p. 1.
121) ADB(2017b),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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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주로 수자원 및 홍수 관리, 관개 현대화, 식량 공급역량 강화, 농
업 가치사슬 개발, 기후스마트농업(CSA: Climate Smart Agriculture), 어
업생계 개선, 연안자원 관리 및 농촌 인프라 개발 등 14개 사업에 국채 및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었다. 이 중 6개 사업은 다분야에 해당되며, 농업부
문 정책 및 역량 개발, 홍수 방지, 농촌 고형 폐기물 관리, 임업,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 지상 및 수자원 관리, 농업 생산 및 관개 등의 분야에 지원되
었다. 이 외에도, 축산업, 가축 건강, 식품 안전, 소규모 농장 개발, 그리고
농업 가치사슬과 관련된 민간투자를 위한 자금이 지원되었다.122)

그림 3-18. ADB의 대미얀마 개발협력 분야별 ODA 지원규모(2012~16년)
(단위: 백만 달러)
정부 및 시민사회

520.0

운송 및 통신

202.0

에너지

138.2

식수 공급 및 위생

31.9

기타 사회적 인프라 및 서비스

18.0

기타 다부문

16.5

은행 및 금융 서비스

2.8

교육

1.9

농업

1.4

관광

0.2

일반 환경보호 0.2

0

100

200

300

400

500

600

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12년부터 2016년까지 ADB에서 실행한 대미얀마 개발협력에는 총 약
9억 3,30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정부 및 시민사회 분야인데 약 5억 2,000만 달러 수준으로 약 55%를 차지
122) ADB(2017a),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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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운송 및 통신, 에너지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세
분야 외에 다른 분야는 각각 3% 이하의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
히 관광, 일반 환경보호 분야의 경우 각각 5년간 약 20만 달러로 지원되었
다(그림 3-18 참고). ADB의 대미얀마 개발협력 특징은 정부 및 시민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이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도 미얀마의 경제개혁 및 개방, 정치적 민주화 열망이 개발협력 수
요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9. ADB 대미얀마 개발협력사업의 재원별 금액 및 사업 수 현황(2012~16년)
(단위: 백만 달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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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17)를 토대로 저자 작성.

5년간 미얀마에서 실행된 ADB의 개발협력 재원은 아시아·태평양 재난
대응 기금(Asia Pacific Disaster Response Fund), 아시아 개발 기금(Asian
Development Fund), 지역별 협력 및 종합 기금(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Fund), 기술원조 특별 기금(Technical Assistance Special
Fund)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9]에 나와 있듯이, 가장 많은 금액을
담당하고 있는 재원은 아시아 개발 기금으로 총 ODA 금액의 98%인 약 9
억 1,54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그 다음은 기술원조 특별 기금이 1,4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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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아시아·태평양 재난 대응 기금이 약 300만 달러, 지역별 협력 및 종
합 기금이 50만 달러를 각기 지원하였다.

표 3-25. ADB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 현황(2018년 5월 기준)
기간

원조
유형

분야

y 지역사회 투입계획, 설계 및 시행에
기후 및 재난위험 고려사항을 종합하
복원력 있는
여 농촌생계와 마을 인프라를 통한
지역사회 개발
진행
재건강화정책 지원
y 마을 및 마을수준 행정기관의 역량
사업
구축, 가난한 농촌지역사회에 기본적
인 서비스와 생계지원 강화

2017. 10. 26
~
2019. 6. 30

기술
원조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y 미얀마 중앙 건조지역의 세 지역에서
관개 시스템 개선 및 현대화를 통한 진행
농업 생산 및 가치사슬 개발 강화

2016. 11. 28
~
2024. 6. 30

보조금,
대출,
기술
원조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친(Chin)주 y 미얀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빈곤지역인 친 주에 태풍피해로 인한
생계 복구
진행
인프라 복구와 마을의 재건 및 생계
사업을 위한
회복 지원
긴급지원

2016. 4. 22
~
보조금
2019. 10. 31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y 환경 품질 관리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ECD부서에 의해 직면하고
환경보호제도
진행
있는 증명된 기능적 및 기술적 능력
강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2014. 12. 11
~
2018. 12. 31

기술
원조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농업정책)

동남아 국가 y 아세안이 제공하는 지역공공제와 서
비스 강화
연합 회원국의
식품가격 y 자연과 경제 충격으로부터 쌀과 식량
종료
가치사슬 시장의 복원력 향상
변동성에 대한
식량안보 및 y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식량
안보 보장
복원력

2014. 7. 11
~
2016. 9. 30

기술
원조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농업정책)

y PPTA는 정보, 기타 기초선 데이터
수집, 하위 프로젝트의 조사 및 타당
관개지대 개발
성조사가 포함된 관개농업을 위한 투 진행
사업
자 프로젝트 준비와 필요한 실사 문
제 해결

2013. 12. 16
~
2018. 6. 30

기술
원조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농업용수)

사업명

관개농업
종합개발사업

내용

현황

자료: ADB Projects(검색일: 2018. 5. 3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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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ADB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
구 분
사업명
재원/
실행 기관
기간/예산

내 용
y

관개농업 종합개발사업(Irrigation Agriculture Inclusive Development Project)

y
y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투자기구(Asia Investment Facility), 프랑스 개발청
(Agence Francaise de Developpement), 지구환경기금(GEF)
미얀마 농축산관개부(MOALI)

y
y

2016. 11. 28 ~ 2024. 6. 30
총 예산 약 1억 600만 달러 중 ADB는 7,500만 달러 투입

y

중앙 건조지역(Central Dry Zone): Magway district of the Magway region,
Shwebo district of the Sagaing region, Meiktila and Yamethin districts
in the Mandalay region

y

사업지에서의 농촌소득 증가와 빈곤 인구 감소

y
y

중앙 건조지역의 관개시설 개선과 농업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농업부가가치 향상
중앙 건조지역(3개 사업지)의 지역 차원의 농업 가치사슬 개발과 관개 시스템의
현대화
종합 수자원 관리(IWRM: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와 관련된
지역 및 국가역량 강화

사업지
사업 목적

세부
내용

기대
성과

y

y
영향 y
y

높은 영양 수준과 국내 소비를 위한 식량안보
농업 생산성 증가를 통한 농촌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 및 표준 향상

자료: ADB Projects(검색일: 2018. 10. 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반면 미얀마에서 가장 많은 개발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재원은 기술
원조 특별 기금으로 5년간 총 35개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아시아 개발 기
금이 12개, 지역별 협력 및 종합 기금이 6개, 아시아·태평양 재난 대응
기금이 1개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 금액 기준에서는 아시
아 개발 기금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고, 사업 수 기준에서는 기술원
조 특별 기금이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ADB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주로 농업, 천연자원 및 농
촌개발 분야에 대한 사업으로 나타났다. 현재 5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
며, 원조유형은 기술원조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보조금, 대출
방식과 같은 원조유형이 존재한다. 사업들은 크게 관개사업, 환경 관련 제
도적 강화, 재난으로 인한 긴급 지원, 마을역량 강화 정도로 나눌 수 있다
(표 3-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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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계은행그룹(WBG: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그룹(이하 WBG)은 최근 미얀마에 대한 전략적 국가협력 프레임
워크(CPF: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2015-2019123)를 통해 농
촌발전, 영양, 교육, 보건, 일자리 창출 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미얀마에
대한 CPF는 ① 농촌빈곤 감소 ② 기관과 인적자원에 효율적인 투자 ③ 일
자리 창출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분야 지원을 전략 및 목표로 설정하였다.
먼저, 농촌빈곤 감소와 관련된 개발협력전략은 전력화사업, 지역사회 주도
개발 프로그램 및 농촌 도로 인프라 등의 투자를 통한 농촌개발이다. 두 번
째, 기관과 인적자원에 효율적인 투자와 관련된 전략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더 나은 건강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및 인적자원 강화와 재난·기후 탄
력성(회복성)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동적인 민간분야
지원과 관련된 개발협력전략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전력 개선, 기업 팽
창의 주요 병목현상 해결, 거시경제 안정성 및 사업환경 개혁 지원 등이다.
그림 3-20. WBG의 대미얀마 ODA 분야별 지원 현황(2012~16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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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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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CRS(검색일: 2018. 6. 6)를 토대로 저자 작성.

123) Myanmar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2015-2019(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5.
3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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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WBG의 대미얀마 ODA 분야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5년 동안 총 20억 9,800만 달러가 지원되었고, 이 중 에너지 보
급분야에 가장 많은 약 3억 4,600달러가 지원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다부문, 일반적 환경보호, 기타 사회적 인프라 및 서비스, 정부 및 시민사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20 참고). 또한 미얀마에서 실행되고 있는 WBG
사업의 대부분의 재원은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형태는 주로 프로젝
트 형태로 이루어졌다.
표 3-27. WBG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진행 현황(2018년 5월 기준)
구분

사업명

예산
(백만 달러)

승인날짜

지원분야

1

미얀마 동남아시아
자연재해 위험관리 사업

116

2017-06-15

금융, 도시 및 농촌개발

2

거시경제적인 안정과 재정
복원력 개발정책 운영

200

2017-04-27

경제정책, 공공분야 관리,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

3

미얀마 홍수 및 산사태
긴급복구사업

200

2016-07-14

민간분야 개발, 인적개발 및 성별,
도시 및 농촌개발,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

4

국가 전력화사업

400

2015-09-16

도시 및 농촌개발,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

5

지역사회 주도의
개발사업

400

2015-06-30

공공분야 관리, 사회개발 및 보호,
인적개발 및 성별, 도시 및 농촌개발

6

농업개발 지원사업

100

2015-04-23

금융, 사회개발 및 보호, 도시 및
농촌개발,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

7

에야와디(Ayeyarwady)
강 유역 종합관리사업

100

2014-12-09

금융, 도시 및 농촌개발,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

8

정보통신 분야 개혁

32

2014-02-06

민간분야 개발, 공공분야 관리,
도시 및 농촌개발

9

전력화사업

140

2013-09-24

도시 및 농촌개발,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

10

미얀마 국가 지역사회
주도의 개발사업

80

2012-11-01

사회적 개발 및 보호, 인적개발 및
성별,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

자료: World Bank Project(검색일: 2018. 5. 3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최근 WBG에서 실행하고 있는 10개의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을 살펴
보면, 원조 형태는 모두 프로젝트 형태로 한 프로젝트 안에 여러 분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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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이 이루어졌다(표 3-27 참고). 지원분야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도시 및 농촌개발 분야이며, 그 다음은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이다. 특히 개발협력 지원분야를 보면 위에서 언급했던 CPF의 목표에
부합한다.
표 3-28. WBG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
구 분

내 용

사업명

y

지역사회 주도의 개발사업(National Community Driven Development Project)

재원/
실행 기관

y
y
y

국제개발협회(IDA)
미얀마 전력부(MOEP)
미얀마 농축수산 농촌개발부(MLFRD)

기간/예산

y
y

2015. 9. 30 ~ 2021. 9. 30
총 5억 6,700만 달러(약정액: 4억 달러)

사업지

y

미얀마 전체

사업 목적

y
y
y

가구별 전력 접근 향상
지역별 전력화 연결 향상
공공전기에 보급 향상

y
구성 y
요소 y
y

전력화 면적 확장(Grid Extenstion)
오프그리드(Off-Grid) 전력화
기술원조와 사업관리
임시적인 비상 대응 지원(CER: Contingent Emergency Response, CER)

y
y
y

미얀마 정부는 2030년까지 약 720만 개의 새로운 보편적인 전기 접근 달성
국가 전기 계획은 2021년까지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
지표별 기대성과

세부
내용
기대
성과

지표
가구별 전기 접근이 가능한 사람
프로젝트 하에 건설된 전기 연결
공공 조명

최근
2018년 6월 4일
722,790
5,499
14,489

목표
2021년 5월 31일
5,672,500
21,400
132,000

자료: World Bank Project(검색일: 2018. 10. 10)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LIFT: 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Trust Fund)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이하 LIFT)은 미얀마의 주거환경 및 식
량안보와 농촌개발을 목적으로 농촌지역의 소농 및 비농업 종사자들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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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에 다자간 공여 기금으로 설립되었다. LIFT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공여국은 호주, 덴마크, 유럽 연합,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
다. 이와 함께, 주요 민간부문 공여자로는 일본의 미쓰비시 회사(Mitsubishi
Corporation)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자금 관리와 감시 및 모니터링은 유엔
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가 담당하고 있다.
LIFT는 현재 미얀마 농업의 상업화, 기후스마트농업(CSA), 금융, 사업
및 기술 개발, 모자 영양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
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식량안보 향상과 농촌 및 농업 생활 관련 피해충격에
대한 농민의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이주와 관련된 부서
를 마련하여 소농 및 비농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이주를 도와준다. 또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직업을 연결시키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
다. 이러한 활동은 더 많은 공공 및 민간 자금 지원을 독려하고, 빈곤한 삶
개선을 위한 농업정책의 발전을 알리는 증거로 볼 수 있다.
LIFT의 비전은 농민들에게 혁신과 배움에 대해 집단적이고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는 데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안보와 농촌개발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목표는 미얀마의 빈곤감소와
농촌개혁을 통해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LIFT는 농촌가구의 소
득 증가, 가난한 농촌 가정 및 공동체의 좌절감과 변화에 대한 복원력 증
가, 남성과 여성 및 어린이의 영양 개선, 전문성이 없는 농촌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공공 지출 및 정책 개선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 LIFT는 다음 8개의 산출물을 설정하였다. ① 소농의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생산 증가 ② 소농의 시장 접근성 및 시장조건 개선 ③ 소농과 토지
가 없는 농민을 위한 농외 활동 증가 ④ 소농과 비농업 종사자 사람들의
저렴한 금융서비스 이용 ⑤ 여성과 남성 및 어린이들의 영양 개선 ⑥ 소농
과 비농업 종사자 사람들을 위한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가능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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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보호 증진 ⑦ 식량 및 생계 안전 지원과 지역의 역량 강화 ⑧ 소농
및 비농업 종사자 관련 정책 증거 마련이다(표 3-29 참고).
현재 LIFT가 진행하고 있는 총 76개의 농업 및 농촌개발 프로젝트 사업은
48개의 집행파트너와 함께 실행 중이거나 완료되었다. 주된 사업은 델타 지
역의 미곡 가치사슬 강화 및 소액금융사업, 건조지역의 관개사업, 산간지역
의 소수민족 생계 강화 및 농민교육, 해안지역의 물 관리와 마을금고사업,
지식과 혁신분야의 농민지식 증대를 위한 농지 및 종자 개선, 미곡 생산성
향상 기술협력사업, 소외계층 금융 접근성 향상사업이 있다.124)

표 3-29. LIFT 성과 및 성과체계
목표

미얀마 빈곤 완화와 식량안보 및 영양 개선에 기여

목적

소득, 식량 가용성, 활용도 및 식량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한 미얀마 빈곤층의 생계수단
회복과 영양 증대

성과

농가소득 증가

농촌 빈곤 가구와 지역
농촌개발을 위한
사회의 충격, 스트레스 여성, 남성 및 어린이의
효율적인 공공 지출
및 불리한 영향에 대한 영양 개선
및 정책 개선
복원력 증가

소농의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증가

소농과 토지가 없는
소농과 토지가 없는
소농에 대한 시장 접근성
농민을 위한 농외 활동 사람들의 저렴한 금
및 시장조건 개선
증가
융서비스 이용

산출물
소농과 토지가 없는 사람
식량 및 생계 안전을 지원 소농 및 토지가 없는
여성, 남성 및 어린 들을 위한 천연자원에
하고 증진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정책
이들의 영양 개선
대한 접근성과 지속 가능
지역의 역량 강화
증거 마련
한 이용 및 보호 증진
자료: LIFT(2014), p. 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124) 관계부처 합동(2016).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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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LIFT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
구 분

내 용
y

미얀마 델타 지역의 라부따 타운십에서의 소규모 농민 조합의 경험 촉진(Promoting
An Experience Of Small-scale Farmers Cooperative In Labutta Township
In The Delta Region Of Myanmar)

실행 기관

y

NGO(AVSI)

기간/예산

y
y

2011. 5 ~ 2014. 9
총 304,557달러

y

라부따 타운십(Labutta Township)의 6개 마을(Aing Ma, Kwin Pauk, Ah Mat
Gyi, Ah Mat Ka Lay, Yae Cho Kan, Thaung Lay)

y

소규모의 농민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Pyin Ah Lan Village Tract에서 농민 협동조합 설립

사업명

사업지
사업 목적

세부
내용

y
목표 y
y

선정된 마을에 소규모 농민 협동조합 설립과 강화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질적 및 양적 제고
생산안보 개선을 위해 수자원 및 염분에 대한 밭의 취약성 감소

y
y
성과 y
y

6개 선정마을에서 162가구 중 81가구가 협동조합 가입(50% 달성)
협동조합은 간접적으로 토지가 없는 개개인의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여성과 장애인 가구를 협동조합에 포함시킴.
일부 농민들이 협동조합 가입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회의장소가 너무 멀고, 회원
혜택에 대한 별다른 이점을 느끼지 못함.

자료: LIFT 홈페이지(검색일: 2018. 10. 10)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125)
유엔식략농업기구(이하 FAO)는 미얀마가 1947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
래로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해왔으며, 미얀마와의 개발협력 파트너십
을 강화하고자 1977년 FAO 미얀마 사무소를 설립하였다. 미얀마에 대한
FAO의 주된 원조 형태는 기술원조이고, 여기에는 농촌사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긴급 원조사업 또한 포함되어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목표
는 빈곤 완화와 농업개발이며, 이와 관련하여 빈곤 완화, 산림 및 천연자원
125) FAO Myanmar 홈페이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31); Myanmar and FAO(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7. 31)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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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어업 및 양식 개발, 가축 생산성 및 동물 질병 관리 분야로 나누어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AO는 개발협력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국가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CPF: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를 통해 미얀마 개발협력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FAO의 CPF
2012-2016는 개발협력 우선순위를 7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설정하였지만,
CPF 2017-2022는 세 가지 부문으로 개발협력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표
3-31 참고). 이 밖에도, 미얀마 FAO 사무소는 농업부문 식량안보정책 계획
및 이행 강화를 위한 정부역량 강화, 농촌생활 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현장 수준(Field-Level)의 중기, 장기 사업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표 3-31. FAO의 대미얀마 CPF 개발협력 우선순위
구분

FAO CPF 2012-2016
y
y
y

개발협력
우선순위

y
y
y
y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 향상
식품 안전 및 품질 개선
천연자원과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토지 이용 및 관리 개선
인적자원 개발과 제도적 역량 구축
농촌 생계(주거환경) 개선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FAO CPF 2017-2022
y

농업 생산성 개선을 통한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의 영양 및 식량안보 향상

y

천연자원 관리 개선과 산림, 토지,
수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보전

y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사회와 각 기관
부처들의 대응역량 및 복원력 강화

자료: FAO Myanmar 홈페이지(검색일: 2018. 7. 31)와 미얀마 FAO 사무소 관계자 면담 내용(방문일: 2018. 7. 8)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CPF를 토대로 한 FAO의 최근 대미얀마 개발협력은 산림정보, 토지 및 산
림 이용,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및 예방, 축산 분
야에 주요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산림정보 분야에서는 미얀마의 산림 상태
관련 정보 개선을 위한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FAO는
미얀마 정부와 함께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enestr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사업을 통해 산림자원의 지속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근에는 NFI (National Forest
Inventory), NFMIS(National Forest Monitoring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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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국립공원 관리시스템 사업을 계획 및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재원은
핀란드 정부로부터 8,3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다.
토지 및 산림 이용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현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기후스마트농업(CSA), 지속가
능한 토지 관리법(SLM: Sustainable Land Management)을 진행하고 있
다. 이 사업의 목표는 전국의 토지 및 산림 이용 역량 구축과 지역사회 지
원, 관련 입법 및 정책 개선이다. 이 사업은 지구환경기금(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지속가능한 작
물 토지 및 산림관리(Sustainable Cropland and Forest Management
in Priority Agro-Ecosystems of Myanmar)사업을 통해 지원된다.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분야의 경우, FAO는 국제농업 및 식량안보 프로그
램(GAFSP: The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me)을
통해 식량 불안정 및 영양실조 감소를 위한 국제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무상원조 형태로 약 2,700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가계소
득 증대 및 생계 다양화, 식량 불안정 및 영양실조 감소를 목표로 한다. 현
재 미얀마 건조지역을 대상으로 ADB, 미얀마 농축산관개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 토지, 수자원, 금융 접근성, 생산활동에 필요한
부분적인 기술의 향상을 통해 농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및 예방의 경우, FAO는 미얀마 정부
와 함께 자연재해를 예측해오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관개부와 함께 농업분
야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미얀마 항공공학대학교(MAEU: Myanmar Aerospace Engineering
University)와 교육부에서는 FAO의 지도하에 국가 자연재해 위험 감소
(DRR: Disaster Risk Reduction) 역량 강화와 드론기술 적용에 중점을
둔 교육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수준의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 및 대응
을 강화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위험 감소 TF팀(DRR Task Force)과 드론 매
핑 유닛(Drone Mapping Unit)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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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FAO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프로젝트 현황(2018년 5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사업명

현황

분야

사업 형태

기간

예산

1

미얀마 산림연구원 역량 강화 사업

진행

임업

기술협력

2017. 5. 1 ~
2018. 12. 31

0.2

2

미얀마 농업 생태계에서의 지속가능한
작물경작지 및 산림 관리

진행

농업

공여기관의
자금 지원

2016. 7. 1 ~
2021. 6. 30

6.18

3

축산 보건, 생산성, 마케팅 개선을 통한
건조지역의 농민 생계 개선

진행

농업

공여기관의
자금 지원

2015. 7. 1 ~
2018. 12. 31

4.4

4

미얀마와 UN-REDD의 국가 프로그램

진행

임업

공여기관의 2016. 9. 21 ~
자금 지원 2021. 9. 20

2.23

5

영양실조 해결을 위한 영양을 고려한
식량 및 농업환경 조성

진행

농업

지역
프로젝트

2017. 1. 1 ~
2018. 12. 31

0.49

6

기후스마트농업을 통한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에 관한 2030의제

진행

농업

지역
프로젝트

2017. 1. 1 ~
2018. 7. 31

0.49

7

ASEAN 국가의 국제 식량안전 표준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진행

농업

지역
프로젝트

2016. 2. 1 ~
2021. 1. 31

2.26

8

미얀마의 국유림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토지 이용평가와 역량 강화

종료

임업

기술협력

2015. 1. 24 ~
2017. 12. 13

0.24

9

미얀마 식량사슬(Food Chain)을 통한
수확후 손실 감소

종료

농업

기술협력

2015. 9. 1 ~
2017. 8. 31

0.3

10

미얀마 식량 및 영양 안보를 위한 종합
가정 정원 및 학교 정원 방식 추진

종료

농업

기술협력

2016. 5. 1 ~
2017. 12. 31

0.4

11 미얀마의 농촌지도 및 교육 현대화 사업

종료

농업

기술협력

2016. 11. 15 ~
2017. 9. 29

0.05

공여기관의 2017. 6. 13 ~
자금 지원 2017. 12. 31

0.59

12

라카인(Rakhine)주
마웅도(Maungdaw)지역의 긴급
식량안보 지원

종료

농업

13

참여 보장 제도를 통한
유기 농업개발에 소규모 농민 포함

종료

농업

지역
프로젝트

2015. 9. 1 ~
2017. 8. 31

0.36

14

농업 및 농촌 통계 개선을 위한
아시아지역 구성요소-글로벌 전략

종료

농업

지역
프로젝트

2012. 8. 17 ~
2017. 12. 31

5.93

15

Regional Initiative for Zero Hunger
Challenge: 동남아시아 국가의 식량 및
영양 안보를 위한 종합 가정 정원 및
학교 정원 방식 추진

종료

농업

지역
프로젝트

2015. 9. 1 ~
2017. 8. 31

0.28

자료: FAO Project List in Myanmar(검색일: 2018. 5. 3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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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의 경우, FAO는 기술부문, 공무원들의 관리 및 정책 역량, 민간부
문, 협동조합 및 농민조직, 동물사료 전략개발 관련 NGO와 소규모 농가의 역
량 강화를 통한 생산 향상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관개부하에 있
는 축산, 육종 및 수의학 부처(LBVD: Livestock, Breeding and Veterinary
Department)와 협업하여 3년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LBVD, 미얀마 수의과
학대학교, 수의사 또는 농촌지도사들이 교육 및 연수서비스를 제공받았다.
FAO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개의 사업이
존재하며, 이중 2018년 5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총 7개이다(표
3-32 참고). 사업형태는 크게 기술협력, 지역 프로젝트, 공여기관의 자금지
원으로 나눠진다. 진행되고 있는 농업부문 개발협력의 경우, 주된 내용은
농촌개발, 농업서비스, 농업정책이며, 임업부문의 경우에는 임업 연구개발
및 정책 분야이다.
최근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에 있어 FAO는 자연재해 및 기
후변화에 대한 대응, 식품 가치사슬(Food Value Chain), 임산물 교역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126) 먼저 미얀마의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의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안지역 복원력 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예산은 약 600만 달러 수준이며, 미얀마 라카
인(Rakhine)주의 수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된 활동 내용
은 수산업 종사자 대상 연안재해 대비 관련 지원, 자연재해 모니터링 시스
템 구축 및 가치평가이다.
식품 가치사슬과 관련하여 FAO는 ADB와 함께 글로벌농업식품 가치사
슬(Global Agricultural Food Value Chain)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ADB에서 약 2,200만 달러, FAO에서 약 5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이 사업의 목표는 스마트농업가치사슬(Smart Agricultural Value Chain)
구축이며, 이를 위해 먼저 FAO에서는 미얀마 식품 가치사슬의 주요 문제점
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토지 유지, 비료, 농약, 위생 시스템, 시장 접근성,
냉동차 보급, 도축시설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및 관련 사
126) 미얀마 FAO사무소 관계자 면담 내용(201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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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을 FAO가 실질적으로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국제기구 및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임업부문의 경우, 미얀마 내에서 불법 벌목 및 교역이 문제다. 이에 FAO
는 현재 미얀마 공무원들과 미얀마 공여국 간의 정기적인 회의를 주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
목재교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NGO와 함께 미얀마 목재 인증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FAO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은
대부분 지역단위 사업이고, 임업의 경우 국제 수준의 개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표 3-33. FAO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
구 분

내 용
y

미얀마 농업 생태계에서의 지속가능한 작물경작지 및 산림 관리(Sustainable
Cropland and Forest Management in priority agro-ecosystems of
Myanmar)

재원/
실행 기관

y
y
y

지구환경기금(GEF)
미얀마 농축산관개부(MOALI)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전부(MONREC)

기간/예산

y
y

2016. 7. 1 ~ 2021. 1. 30
총 약 618만 달러

사업지

y

친 주(Chin State), 중앙 건조지역(CDZ), 에야와디 델타 지역(Ayeyawady Delta)

y

기후스마트농업(CSA)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SFM) 정책 및 관행을 채택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토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농림부 이해관계자 역량 구축

y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SLM), 기후스마트농업(CSA) 및 지속가능한 산림
(SFM)를 지원하기 위해 강화된 제도적, 정책적 및 규제적 프레임워크
기후스마트농업(CSA)의 모델 실행과 3가지 우선 농업 생태계에서의 탄소
강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SFM)의 모델 실행과 3가지 우선 농업 생태계에서의
저장 강화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SLM), 기후스마트농업(CSA) 및 지속가능한 산림
(SFM)의 지식 관리, 교육 및 관행

사업명

사업 목적

y
구성요소
세부
내용

y
y

y
지역별
성과 및 y
사업내용 y

관리
저장
탄소
관리

에야와디 델타 지역: 기후스마트 논 농법, 대체 작물, 물 관리 및 맹그로브 보호
와 관련된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둠.
중앙 건조지대: 조림, 절수 농업 기술, 농림어업 및 일년생 작물에 중점을 둠.
친 주(Chin State): 지역 기반의 산림 경영, 재배방식의 변화, 보완전략을 통한
산림 및 경작지 구성 요소에 초점을 둠.

자료: FAO Projects 홈페이지(검색일: 2018. 10. 10)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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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진출국의 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대미얀마 개발협력 분야에서 농림업분야가 차지하
는 비중은 평균 4.6%로 미미한 수준이다. 미얀마의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
협력사업은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4
년 다소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업부문
의 경우,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농
림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다른 부문(예: 보건, 소수민족 등)과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미얀마 임업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한국이
주도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의 협력사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일본의 경우, 대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중심의 기술협력 위주로 진행되었다. 농림업분야의 기술
협력사업이 매년 다양한 주제로 많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일본은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관련 심층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도 일본의 전략을 참고하여 미얀마 농림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중요성
을 인지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에서 농업의 비중이 점차 증
가하고 있고 임업부문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대부분 소규모 지원사
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인권, 산림 등을 강조하고 있다. 임업부문의
소규모 개발협력사업에서는 농림업 종사자 중 소외계층의 인권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도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필요하다면 미얀마의 소외계층이나
소수민족의 인권을 고려하는 전략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농림업 사업을 통해 소수민족의 소득을 향
상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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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농업부문 개발협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임업부문은
2016년에 지원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기후변화와 환경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즉 한국이 농림업분야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을 고려할 경우 영국의 사
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농업부문 개발협력에 대한 비중과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
고, 주로 프로젝트 형태의 농업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농업개발에서 특히
소규모 농민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환경을 고려한 농업 생산성 부
문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 2014년 이후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액이 점차 감
소하고 있고, 임업부문 사업 없이 주로 농업연구와 식량작물 생산에 대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는 다각적 연구프로그
램을 통하여 현지 농림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호
주의 국제농업연구센터를 벤치마킹하여 미얀마를 포함한 아시아 농림업에
대한 우리의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ADB의 경우, 정부와 시민사회 및 도시개발 분야 중심으로 개발협력이
진행되었으며, 농림업분야에서는 주로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의 기술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은 농림업분야에서 EDCF를 통한 미얀마
사업이 드물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ADB의 농업생산, 농촌개발 등 기술협력
사업의 진행과정과 성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WBG의 경우,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 금융, 도시와 농촌개발,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고 대규모로 실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WBG의 사례를 확인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WBG를 통한 미얀마 농림
업 사업에 우리 전문가와 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우리의 역량을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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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주요 협력 현황과 시사점
구 분

주요 협력 현황 및 특징

시사점과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점

y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y
협력
y

OECD 국가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y
비중은 평균 4.6%로 미미함.
미얀마에 대한 협력이 2012년부터 증가하기 y
시작하다가 이후 정체 수준
임업부문 개발협력의 증가

다른 분야와 연계를 통한 개발협력
사업 확대 필요
미얀마 임업부문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로 AFoCO와
협력 고려

y
y
y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비중 증가
y
프로젝트 형태와 기술협력 유형의 원조방식
농림업분야 기술협력을 매년 다양하게 많이 y
y
수행함.

일본의 농림업 기술지원 방식에 대한
이해 및 협력
타국과의 중복사업 지양
현지 우수기업 활용

독일

y
y
y

농업 개발협력 비중 증가
임업분야 감소
소규모로 인권, 산림 등 강조

y
y

임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이 소규모
농림업 종사자 중 소외계층의 인권
등 분야의 협력 가능성

영국

y
y
y

농업부문 개발협력 비중 감소
2016년 임업부문 사업
기후변화와 환경부문에 대한 지원

y

농림업과 기후변화 부문에 대한 협력
가능성 높음

y

2014년부터 농업개발협력의 지원 비중과
규모 증가
프로젝트 형태의 원조 유형과 농업개발 분야에 y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룸.
임업에 대한 개발협력을 다루지 않음.
소규모 농민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둠.

농업 생산과 농업 가능 환경과 관련
된 개발협력사업에 강점

2014년 이후 농업부문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액 감소
y
임업에 대한 개발협력을 다루지 않음.
농업연구와 식량작물 생산 분야에 초점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를 통해 농업분야에
다각적 연구 프로그램을 실행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를 통한 농림
업분야 개발협력 다양화 및 타 분
야와의 연계 가능

y
y

정부와 시민사회 및 도시개발 분야 중심
y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부문의 기술
협력에 초점

농업생산, 농촌개발 등 기술협력
부문에 장점

y

한 프로젝트 내에 금융, 도시와 농촌개발, y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혼재

농촌개발, 환경, 금융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시사점 발굴

y

2010년부터 다양한 원조기관들의 협업으로
y
미얀마 농림업분야 지원
농가소득 증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여성과
아동영양 개선 등

한국의 공공 및 민간의 참여 가능성
높음.

국가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CPF)를 토대로 y
y
개발협력을 진행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식품 가치사슬, 임산물
교역에 대한 지원

다른 기관과의 협업에 대해 호의적
미얀마 농업부문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푸드 시스템에 대한
지역 프로젝트로 보고 있음.

일본

미국

y
y
y
y

호주

ADB

WBG

LIFT

y
y
y

y
y

FAO

y

자료: 저자 작성.

166 •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LIFT의 경우, 2010년부터 다양한 원조기관들과의 협업으로 미얀마의 농
가소득 증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여성과 아동영양 개선 등과 관련된 사업
을 시행하고 있다.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가 자금관리 주체로 수행
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농업개발전략(ADS)도 LIFT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진
행되었다. LIFT가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미얀마 농림
업 전문가 배양 차원에서 우리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FAO는 국가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CPF)에 기반하여 주로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식품 가치사슬, 임산물 교역과 관련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미얀마에서의 사업경험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적
극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미얀마의 농식품 가치사슬과 시스템 개선에 한국
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표 3-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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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현황
한국과 미얀마와의 최근 교역 현황은 [그림 4-1]에서 보듯이, 2013년 5
억 7,317만 달러에서 2015년 8억 달러로 수출이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하
였지만 지난해인 2017년에는 7억 6,072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수입의 경
우 2013년 4억 6,336억 달러에서 2015년 5억 7,972만 달러를 기록하였
지만, 이후 감소하여 2017년에는 4억 5,867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7년
기준 한국은 미얀마와의 교역에서 약 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
고 있다.

그림 4-1. 한국의 대미얀마 수출입 현황(2013~17년)
(단위: 백만 달러)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2013

2014

2015
수출

수입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6. 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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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무역수지

2017

2017년 기준, 한국의 대미얀마 상위 10대 수출품목(HS 2단위)을 [그림
4-2]에서 살펴보면, 기계류, 일반차량, 전기제품과 플라스틱류가 상위권에
있으며, 다음으로 섬유와 신발 및 의료용품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한국의 대미얀마 상위 10대 수출품목(2017년, HS 2단위 기준)

HS 84

보일러, 기계류

HS 87

일반차량

HS 85

전기기기, TV, VTR

HS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HS 62

의류(편물제 이외)

HS 60

편물(섬유)

HS 54

인조필라멘트섬유

HS 64

신발류

HS 30

0

의료용품

10

20

30

40

50

60

70

80

90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6. 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7년 기준, 한국의 대미얀마 상위 10대 수입품목(HS 2단위)을 [그림
4-3]에서 살펴보면, 의류와 신발류가 상위권이며, 다음으로 채소·과실 조제
품과 채소류, 알루미늄, 일반차량, 고무제품류 및 어패류 순으로 나타났다.

제4장 한국과 미얀마 간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시사점 • 171

그림 4-3. 한국의 대미얀마 상위 10대 수입품목(2017년, HS 2단위 기준)
10

20

30

40

50

60

70

의류(편물제 이외)

HS 20 HS 64

채소과실의 조제품

HS 7

채소

HS 40 HS 87 HS 76

의류(편물제)

알루미늄과 그 제품

HS 3

HS 61 HS 62

0

어패류

신발류

일반차량
고무와 그 제품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6. 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7년 기준, 한국의 대미얀마 농식품 부문 수입을 [그림 4-4]에서 살펴
보면, 주로 채소·과실 조제품, 채소 및 어패류 등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4-4. 한국의 대미얀마 상위 10대 농식품 수입(2017년)

2

4

HS 7
HS 3
HS 44

목재, 목탄

HS 9

과실, 견과류

커피, 차, 향신료

HS 21

채유용종자, 인삼

기타의 조제식료품

HS 4

채소
어패류

HS 12

채소, 과실 조제품

HS 8

HS 20

0

낙농품, 조란, 천연꿀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6. 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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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10

12

2017년 기준, 한국의 대미얀마 농식품 수출 부문을 [그림 4-5]에서 살펴
보면, 동물성 생산품, 조제 식품류, 음료, 육어류 조제품 등으로 대부분 농
식품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다.

그림 4-5. 한국의 대미얀마 상위 10대 농식품 수출(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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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동물성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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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조제 식료품

HS 19

코코아, 초코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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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주류, 식초

HS 16

육어류 조제품

HS 10

곡물

HS 15

동식물성 유지

HS 17

0

당류, 설탕과자

1

2

3

4

5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6. 6)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투자 현황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투자 현황을 [표 4-1]에서 살펴보면, 2017년 말
누계기준으로 총 937건의 투자횟수와 365개의 법인 설립으로 총 31억
1,132만 달러(신고 기준 55억 1,527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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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투자 현황(1990~2017년)
연도

신고건수
(건)

신규법인 수
(개)

신고금액
(천 달러)

송금횟수
(건)

투자금액
(천 달러)

1990

8

2

58,700

5

9,450

1991

6

1

64,034

3

5,188

1992

1

1

170

5

4,034

1993

2

2

2,000

2

984

1994

7

3

1,965

4

399

1995

6

4

1,490

5

1,380

1996

10

6

5,219

11

3,177

1997

13

8

15,635

14

5,880

1998

4

2

3,768

14

7,660

1999

8

3

5,485

30

6,165

2000

21

9

20,472

33

9,326

2001

12

6

3,278

23

5,829

2002

6

1

2,400

7

2,815

2003

5

2

3,027

5

921

2004

1

0

455

0

0

2006

2

0

830

2

649

2007

5

1

471

6

465

2008

8

4

19,368

8

1,196

2009

2

1

49,846

20

35,960

2010

11

2

233,038

71

197,388

2011

21

7

108,885

115

422,988

2012

31

13

44,218

116

327,812

2013

98

46

155,484

263

513,490

2014

111

56

462,141

301

312,371

2015

154

53

71,496

320

243,881

2016

178

68

329,138

364

363,403

2017

198

61

318,990

400

277,618

합계

937

365

5,515,273

2,169

3,111,32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6. 6).

신고건수 측면에서 살펴볼 때,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신고건수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였는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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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총 198건의 투자 신고건
수를 기록하였다.
전체 투자 중 농림어업 부문의 투자 현황을 [표 4-2]에서 살펴보면,
2017년 누계기준으로 총 22건의 투자와 9개 신규법인 및 총 539만 달러
(신고 기준 2,231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투자에
서 농림어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4-2.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농림어업 부문 투자 현황(2003~17년)
연도

신고건수
(건)

신규법인 수
(개)

2003

1

1

2005

1

2012

2

2013
2014

신고금액
(천 달러)

송금횟수
(건)

투자금액
(천 달러)

2,602

1

496

0

191

1

10

1

3,125

2

463

3

2

2,435

9

2,344

1

0

2,500

0

0

2015

4

2

431

5

771

2016

2

1

1,010

3

285

2017

8

2

10,020

9

1,020

합계

22

9

22,314

30

5,38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6. 6).

다. 인적교류 현황
지난 2007년, 한국 정부는 미얀마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미얀마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한국에
유입되고 있다. 2014년 1만 5,921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4
월 기준, 총 2만 5,978명의 미얀마 노동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바, 이는
체류 외국인 노동자 중 15번째로 많다(표 4-3 참고).
또한 2016년 말 기준, 국내 거주하는 2만 2,455명의 미얀마인 중 고용
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비자(E-9 비자)를 지닌 미얀마 근로자가 1만 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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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88.6%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선원취업자(E-10 비자) 677명(전체의
3.0%), 단기방문자(C-3 비자) 519명(2.3%), 유학생(D-2 비자) 370명(1.6%)
순이다.127)
표 4-3. 연도별 한국 체류 외국인 현황(2014~18년 4월)
구

분

2014년

2015년

계

1,797,618

1,899,519

2,049,441

마

15,921

19,209

22,455

국

898,654

955,871

1,016,607

한국계

590,856

626,655

627,004

129,973

136,758

149,384

169,738

183,088

총
미

얀

중
베

트

남

2016년

2017년
2,180,498
24,902

2018년 4월
2,260,392
25,978

1,018,074

1,042,188

679,729

695,257

태

국

94,314

93,348

100,860

153,259

168,711

미

국

136,663

138,660

140,222

143,568

157,144

우즈베키스탄

43,852

47,103

54,490

62,870

66,211

필

핀

53,538

54,977

56,980

58,480

59,085

캄 보 디 아

38,395

43,209

45,832

47,105

45,816

몽

24,561

30,527

35,206

45,744

46,443

리

골

러시아 ( 연방 )

14,425

19,384

32,372

44,851

54,185

일

본

49,152

47,909

51,297

53,670

46,679

인도네시아

46,945

46,538

47,606

45,328

41,808

네

팔

26,790

30,185

34,108

36,627

36,589

(타 이 완)

31,200

30,002

34,003

36,168

34,614

스 리 랑 카

26,057

26,678

27,650

26,916

26,171

캐

24,353

25,177

26,107

25,692

27,392

나

다

주: 국내 체류 외국인을 기준으로 상위 15개 국가만 표시하였음.
자료: 법무부(2018, p. 15) 자료 발췌.

한편 지난 2011년 미얀마의 개혁·개방과 민주화 이후 한국인의 미얀마 방
문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
년 미얀마를 방문한 한국인 수는 총 6만 5,829명으로, 태국(약 27.4만 명), 중
국(21.3만 명), 일본(10.1만 명), 미국(7.3만 명)에 이어 5번째로 많다.128)
127) 법무부(2016), pp. 376~377.
128) Ministry of Hotel and Tourism(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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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협력 현황
가.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전략
정부는 제1차(2011~15) 및 제2차(2016~20)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통하여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큰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2017년 12월에는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
계획(안)’을 발표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과 비전을 SDGs
에 맞추어 제시하고 있다(표 4-4 참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개
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라는 비
전을 제시하고, ‘SDGs 이행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원칙 있는 ODA’를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① 효과적 ODA ② 투명한 ODA ③ 함께
하는 ODA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 4-4.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비전

y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

추진 방향

y
y

SDGs 이행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원칙 있는 ODA
효과적 ODA + 투명한 ODA + 함께 하는 ODA

2018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효과적
ODA

y
y
y

개도국 SDGs 이행 지원
국가협력전략에 기반한 사업 추진
ODA 사업 간 연계 및 평가 내실화

투명한
ODA

y
y
y

사업 전과정의 투명성 제고
수요자 친화적 정보공개 확대
범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

함께하는
ODA

y
y
y

ODA 생태계 육성 통한 일자리 기여 및 민간 파트너십 강화
인도적 지원 단계적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 p. 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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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의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따르면 정부는 크게 네 가지 중점협력 분야인 공공행정, 지역개발, 교통, 에
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경제정책과 국가종합개발계획(2011~30)에
기여하고자 한다(표 4-5 참고).
표 4-5. 한국의 대미얀마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미얀마
국가종합
개발계획
(2011~30)

미얀마
경제정책
(2016~)

한국의
지원목표

y
y

Vision: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현대적이고, 민주화된, 선진
국가 미얀마
기본 목표: 포괄적 성장과 빈곤 감소 추진

1)
2)
3)
4)

민족화합과 통일된 연방민주공화국의 출연 지원
주(state)와 지역(Region) 간 균형적 경제개발 달성
국가에 기여할 숙련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위한 기회 창출
모든 시민의 참여, 혁신과 노력을 통한 개발성과 달성·유지가 가능한 경제체제 수립

y
y
y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공공행정 분야 역량 강화
농업 및 농촌개발 추진
소외 지역과의 연결을 통해 경제성장 및 국가통합을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기반 마련
전력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

y

y
공공행정
(거버넌스)분야 y
지역개발
분야
중점분야별
지원방향

교통분야

에너지
분야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역량 강화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정책역량 강화

y
y

농업인프라 확충, 농업 가치사슬 강화 및 농산물 수출확대 기반 마련
농민의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 신용접근 확대, 생활환경 개선

y

대도시의 대중교통(e.g., 도시철도), 주거단지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문제 해결 지원
일반철도 개선 및 교량건설 등으로 지역 접근성 및 물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토 연계성 확대 지원

y
y
y

전력보급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에너지 인프라 지원을 통해 산업발전 및 국민생활 개선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p. 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정부의 2018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에 의하면 대미얀마 ODA 규
모는 총 3조 482억 원으로, 총 41개 기관에서 1,312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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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129) 유상과 무상 협력의 비율이 약 44:56,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의 비율이 78:22 수준인데, 후자의 경우 2017년에 비하여 양자협
력과 무상협력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8년 농림수
산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유상 392억 원, 무상 1,374억 원 수준으로
무상이 약 77.8%를 차지한다.

나. 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한국의 대미얀마 총 지원 현황을 순지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6년
850만 달러에서 2016년 4,450만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4-6
참고). 약정액 기준으로, 2006년 366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2억 4,854
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1억 2,444만 달러 수준이다. 2015년
11월에는 아웅 산 수찌 여사가 이끄는 NLD 당이 총선에서 집권하게 됨에
따라 2015년의 사업 약정액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6. 한국의 대미얀마 지원 현황(2006~16년)
(단위: 백만 달러)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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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지출액

자료: 한국 ODA 통계(검색일: 2018. 6. 3)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29) 관계부처 합동(2017),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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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지원 현황을 순지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년 23만 달러에서 2016년 694만 달러로 30배 정도 증가하였다(그림
4-7 참고). 약정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년 23만 달러에서 2016년
931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사업 중 농
림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는 2009년 약 78% 수준이었지만, 2016
년에는 16%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농림업분야 지원 현황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4년에는 1,169만 달러(약정액 기준)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림 4-7. 한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지원 현황과 비중(2007~16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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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지출액(좌)

자료: OECD CRS Stats(검색일: 2018. 6. 3)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지원 현황을 사업규모로 살펴볼 때, 2013년
이후 30만 달러 이상의 사업이 9개이다(표 4-6 참고). 주로 종합적인 농촌
개발사업, 농업기계훈련센터, 수확후관리연구소, 농업기술 및 산림 역량 강
화사업, 도매시장 설립 지원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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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최근 한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주요 협력사업(2013년~)
사업명

사업의 주요 내용

약정액
(백만 달러)

연도

사업시행
기관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지정리 및
농업기계훈련사업

y 네피도 경지정리 지원, 농기계 지원, 농
업기계훈련센터 설립

6.0

2013

KOICA

2.3

2013

KOICA

0.5

2013 농촌진흥청

쌀, 채소류, 과일류의 y 미얀마의 통합적인 농업 영농지원, 쌀,
채소, 과일류의 우수농산물(GAP) 개선
우수농산물 개선

0.55

2013

농림축산
식품부

지역개발과
영농기술 전수

y 농가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개선, 주민역
량 강화, 농촌지도 지원, 시범농장 운영,
전문가 파견, 비닐하우스, 계사, 어장, 장
비 지원

2.4

2013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y 새마을운동 마스터플랜 수립과 100개 시
범마을 육성, 네피도 새마을연수원 설립,
현지 농민지도자 육성

22.0

2014

KOICA

수확후 기술관리
연구소 설립사업

y 수확후관리연구소 설립 및 운영, 한국-미
얀마-베트남 수확후기술 심포지엄 운영

4.5

2014

KOICA

농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설립
역량 강화사업

y 미얀마의 농산물 유통제도 개선, 시범 소
비지 도매시장 및 산지집하장 설립, 농산
물 유통역량 강화

7.53

2016

KOICA

34.5
(억 원)

2017

KOICA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y 산림복원, 공동협력 연구, 전문가 파견
산림관리역량 강화사업
KOPIA 센터 설립

y 농촌진흥청의 미얀마 KOPIA 센터 설립

에야와디 델타 지역
y 에야와디 델타 지역의 농업개발 계획에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대한 개발 컨설팅
지원사업
주: 2013년 이후 약 30만 달러 이상의 사업 내용을 정리함.
자료: OECD CRS Stats(검색일: 2018. 6. 3) 등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4년부터 시작된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의 경우 총 6년 동안 2,200만
달러의 사업비로 네피도 농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100개 새마을 조성과 이
들의 역량 강화 및 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상반기에 농림축산관개부 산하 농업연구국
(DAR: Department of Agricultural Research) 내에 기숙사와 식당을 갖
춘 현대식 건물인 ‘농촌지도 및 지역개발 훈련센터(AERDTC: Agricultural
Extension and Rural Development Training Center)’를 완공하였다
(그림 4-8 참고). 이에 따라 미얀마 농업부 공무원과 마을 지도자 및 농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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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130)

그림 4-8. 네피도의 농촌지도 및 지역개발 훈련센터(좌)와 전경(우)

자료: 현지 방문 사진(방문일: 2018. 7. 3)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농촌공동체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차원에서 KOICA는 2019년부
터 미얀마 농촌지도의 현대화 및 농촌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얀
마 정부의 농촌지도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하고 있다.
한편 네피도 지역의 농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설립을 위한 역량 강화사업
은 2016년 753만 달러 규모로 협의되었으며, 이후 미얀마 정부의 내부 조정
기간을 거쳐 2018년 상반기에 양국간 최종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2021
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네피도 지역에 도·소매 융복합 도매시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도매시장의 도매기능과 대형유통업체
의 소매기능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그림 4-9 참고).

130) 본 연구진은 2018년 7월 3일 네피도를 방문하여, 농업연구국(DAR) 내 설립된 AERDTC를
방문하였고, 현지에서 개최된 국제세미나에 참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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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양곤의 대형유통업체(좌)와 네피도의 전통적 도매시장(우)

자료: 현지 방문 사진(방문일: 2018. 7. 2 ~ 3)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또한 미얀마 동부 지역인 샨 주(Shan State)에는 소규모 산지공판장을
설치하고 경매제도를 시범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시장접근성 제고와 가격의
투명성 제고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그림 4-10 참고). 이는 전통적
인 도매시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도·소매의 융합된 형태로 수확된 농산
물의 손실을 줄이면서도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거래하고, 동시에 투명하게 결정된 가격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산지 농산
물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10. 샨 주(Shan State)의 농산물 집하장(좌)과 산지 시장(우)

자료: 현지 방문 사진(방문일: 2018. 7. 2 ~ 3)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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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3년에 600만 달러 규모로 미얀마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지정리
및 농업기계 훈련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농기계 지원과 함께 농기
계훈련센터 설립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2014년에는 네피도의 농업연구국
(DAR) 내에 450만 달러의 수확후관리연구소를 설립하는 사업이 추진되었
으며, 2018년 6월 준공식을 마쳤다.
산림부문의 경우, 2013년에는 미얀마의 건조지대인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복원사업이 총 230만 달러 규모로 시작되었다.
또한 한·아세안 산림협력기구는 2018년 상반기에 양곤의 북부지역에 한·아
세안 산림협력교육센터를 완공함으로써 미얀마를 중심으로 아시아 산림분
야에 대한 국제적인 교육협력 거점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은 2014년부터 미얀마 자생식물 조사 및 수집 공동연구를 수행
하였다.131) 우리나라 국립수목원과 미얀마 산림청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Shwe Set Taw Wildlife Sanctuary) 자생식물을 탐
사 및 수집하였다. 2014년에 미얀마 바고요마 지역의 주요 수종(50종)에
대한 도감을 3개 국어(한국어, 미얀마어, 영어)로 제작하였으며, 2015년에는
미얀마 북부 산림지역(Nat Ma Taung National Park) 자생식물을 탐사
및 수집하였다. 2014년과 2017년에 교육훈련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
영하였다. 우리나라 국립수목원과 미얀마 산림청은 2017년에 미얀마 자생
식물(생체) 도입에 합의하였고, 2018년에 미얀마 자생식물(약용식물) 100
종을 전시하고 화보집을 발간하였다. 이와 같은 한·미얀마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미얀마 건조 및 열대식물을 탐사하면서 산림생물다양성 보존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3년 네피도에 위치한 농림축산관개부 산하 농업
연구국(DAR) 내에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를 설립하였으며, 쌀과 채소류
등 필요한 품목을 선정하여 미얀마 연구자와 함께 공동으로 농업기술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그림 4-11 참고).
131) 산림청(2018), p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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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미얀마 KOPIA 센터 간판(좌) 및 농업연구국 내 사무실 전경(우)

자료: 현지 방문 사진(방문일: 2018. 7. 3)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2018년 정부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지원계획
2018년 정부의 전반적인 개발협력 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를 포함
하여 총 41개 정부기관이 총 1,312개 사업(2조 6,565억 원)을 추진하고 있
으며, 이 중 유상(다자 간 개발은행과의 협력 포함)의 경우 1개 기관이 128
개 사업(1조 1,770억 원), 무상(UN기구와의 협력사업 포함)의 경우 41개 기
관이 1,184개 사업(1조 4,795억 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2)
미얀마에 대한 농림업분야의 개발협력사업을 살펴보면, 외교부는 KOICA
를 통하여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2014~19, 총 246억 4,000만 원,
’18년 39억 2,800만 원), 수확후기술관리연구소 설립사업(2014~18, 총
50억 4,000만 원, ’18년 예산 없음), 농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설립 역량
강화사업(2016~20, 총 85억 8,400만 원, ’18년 30억 원), 에야와디 델타
지역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지원사업(2017~19, 총 34억 5,000만 원, ’18년
10억 원)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의 형태로 한·아
세안 협력기금(’18년 82억 4,900만 원), 한·메콩 협력기금(’18년 12억
6,500만 원),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 기금(’18년 5억 6,500만 원)을 통
하여 직·간접적으로 미얀마를 지원하기도 한다.
132) 관계부처합동(2017),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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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얀마에 대한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TASK)
사업(2017~19, 총 6억 7,000만 원, ’18년 3억 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기계 품질 향상을
위한 제조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얀마의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
사업(2016~19, 총 37억 4,100만 원, ’18년 10억 9,600만 원), 농촌진흥청
은 미얀마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2014~18, 총 25억 5,000만 원, ’18년 5
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2012~25,
총 600억 원, ’18년 43억 원)을 통하여 양곤에 협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
다. 행정안전부는 미얀마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 및 관리(2017~21, 총
2억 5,600만 원, ’18년 2,800만 원) 사업을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으
로 진행하고 있다.
미얀마에 대한 유상사업은 기획재정부의 EDCF 자금으로, 국가기반 시설
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미얀마 철도현대화사업(2017~19, 총 515억
5,000만 원, ’18년 149억 원),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2017~22,
총 1,579억 원, ’18년 275억 4,000만 원), 미얀마 뚠떼 운하개선사업
(2017~22, 총 702억 3,000만 원, ’18년 10억 9,000만 원), 500kV 땅우카마낫(Taungoo-Kamanat) 송전망 구축사업(2017~21, 총 1,145억 6,400
만 원, ’18년 167억 2,800만 원)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통하여 미얀마 중앙통계청의 연구 및 역량 개발방안
(2018.5~2019.8, 6억 1,800만 원)을 위한 개발컨설팅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 지원사업의 경우 전북대학교와 미얀마 대학교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2017~21, 총 16억 2,400만 원, ’18년
4억 원)이 있으며, 아세안대학이러닝지원(2012~계속, 총 22억 1,400만 원,
’18년 3억 8,500만 원), 교육정보화지원 연수사업(7,800만 원) 등이 진행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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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해외에서 농업·산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
로써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추진
해왔다. 2015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해외농업산림법)’으로
개정한 후 해외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개발자
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활동을 적극 장려하
고 있다. 이대섭 외(2017, p. 146)에 의하면 한국 농산업의 외연 확대와 국
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①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② 국제곡물시장 진
출 ③ 국내 반입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동남아와 남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권역별 거점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해외
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하지만 대기업
의 경우 이미 미얀마에 진출해 있으며(예: ㈜CJ제일제당의 양곤 띨라와 경
제특구 내 식용유 가공공장 운영, 미얀마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채소류 계
약재배사업 추진), 중소기업과 금융권도 현지 시장에 진출해 사료, 축산, 종
자, 농기계, 미소금융 등 분야의 사업(예: ㈜선진의 현지 축산사료 시장 진
출, 대동공업의 농기계 공장 건설 및 기술지원, 농협의 미얀마 농기계할부
등 미소금융 진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성과와 과제
가. 경제협력 부문의 성과와 과제
한국은 미얀마와의 무역, 투자, 인적교류 등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증가
시켜 왔으며, 2017년에는 총 교역액이 12.2억 달러로 3억 달러의 흑자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업분야의 경우, 주로 채소·과실의 조제품과 신
선채소류를 수입하고 있는 반면 동물성 생산품, 조제 식품류, 음료, 육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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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등 농식품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얀마의 신선채
소와 과실류 및 가공조제품에 대한 한국의 수요 측면을 고려하고, 한국산
동물성 생산품과 조제품 및 음료 등 가공품 위주의 수출을 통하여 상호 호
혜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무역 구도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 경우 한·아세안 FTA를 체결한 양국간 경제협력 부문과 미얀마에 대
한 특혜관세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 농림업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17
년 신규법인의 신고건수와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대기
업의 경우, 미얀마 양곤의 띨라와 경제특구에서 식용유, 채소류 등 농식품
가공공장으로 동남아 식품시장에 진출했으며, 동부지역 농민들과의 채소류
계약재배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축산 사료사업과 농
기계 공장, 연구소 등을 통한 기술지원 방식으로 진출해 있다. 한국계 금융
기업의 현지 미소금융 부문 진출도 활발해졌는데, 특히 농협중앙회가 현지
소형 농기계 할부 등 미소금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미얀마 농식품
생산과 가공 및 유통 분야에서 현지 시장 정보와 현지 진출가능성 등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전조사, 부문별 현지화
가능성, 현지 협력기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국간 인적교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의 미얀마 방문뿐만 아니
라 2007년부터 진행된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한국에 입국한 미얀마 근로자
도 2016년 말 기준 약 2만 명 정도이며, 2018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약 2
만 2,000명 수준이다(표 4-3 참고). 이들 중 상당수가 국내 농림업분야에
취업하여 버섯, 파프리카, 고추, 축산업, 농기계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한국에서 습득한 농림업 생산 및 스마트팜 기술
등을 활용하여 본국에서 농식품 비즈니스를 담당할 경우 양국간 농림업분야
의 상호 시너지를 크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업분야에서
도 국내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업인력의 중장기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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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협력 부문의 과제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요 개발협력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①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한 농촌개발사업 ② 농지제도와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한 생산기반 지원 ③ 수확후관리기술연구소와 농업기술협력(KOPIA)
센터 등 농업기술 지원 ④ 우수농산물(GAP)과 농산물유통제도 지원 등 농산
물 가치사슬 증대 ⑤ 중부 건조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
복원 ⑥ 농민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된 새마을운동 기반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과 향후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인 농산물
의 가치사슬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검토하고, 동시에
농림업분야에 대한 사업단계별 평가체계와 평가방식을 논하고자 한다.

1) 새마을운동에 기반을 둔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기반을 둔 미얀마 농촌개발사업이 약 6년 동안
2,200만 달러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100개의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농촌지도 및 지역개발훈련센터(AERDTC)를 건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 도로 보수, 노후 지붕과 다리 개량, 마을회관 구축, 소규모 상수도 설
치 등 마을 단위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새마을 기금 조성과 소액금융사업
등 초기 단계의 농촌개발 역량을 배양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
앙정부 차원에서도 미얀마 농림축산관개부 산하 농업연구국(DAR) 내에 농
촌지도를 위한 교육과 훈련 인프라를 갖추는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진이 현지 면담을 진행한 농업국의 부국장(Mr. Aye Ko Ko)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새마을 운동 방식의 농촌개발사업이 미얀마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며, 농촌지도를 위한 미얀마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특히 미얀마의 농업개발전략(ADS
2018-19/2022-23, p. 19)에서도 한국이 정부 주도로 농업 변혁의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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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한 농업조직과 협회를 육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진행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마을조직으로 인하여 마을이장 중심
의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 및 공동체 간 갈등 유발, 현지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여국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 자부담 규정으로 더욱 빈곤한 사람이
사업에서 배제된다는 점 등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133) 이러한 농촌개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지 전문가나 의사소통이 원활한
현지인을 활용하여 사전에 각 농촌 마을의 문화와 거버넌스 등 현지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도 한다.134)
임상봉(2017)은 미얀마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식개혁
과 함께 생산·생활 인프라 구축과 농업기술 보급 병행, 선두주자 육성, 새
마을연수를 통한 리더십 배양, 사회주의 국가를 고려한 탄력적인 경쟁유도,
농지 없는 농가에 대한 배려 등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
조라 할 수 있다. 다만 새마을 운동 방식의 농촌개발사업에 대하여 현재까
지 다양한 이견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는 사전에 양국간에 협의
되고 약속된 목표에 근거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KOICA의 ‘농촌공동
체 개발사업(2014~2019)’의 주요목표는 ‘(새마을 운동을) 미얀마 중앙정부
의 중요 농촌개발정책으로 도입하고 전국적 시행을 통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생활 개선,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빈곤퇴치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향후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이를 얼마나 충실히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두
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2) 농산물 가치사슬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농산물의 글로벌 가치사슬 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
으며, KOICA와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에 대한 협력사업을 증가시켜 왔고,
133) 김희숙(2015, 2016).
134) 장준영(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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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확후관리연구소, 농업기계훈련센터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다. 소규모 단위의 쌀, 채소류, 과일류 등
우수농산물(GAP) 개선을 위한 제도부문 지원사업도 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농촌지역 거주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과 농업기술 전수 등을 통
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이 미얀마 동부 지역의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도 하였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외기술협력센터(KOPIA)를 통하여 농
업기술의 공동연구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에 대한 공식적
인 평가결과는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 사업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에도 미얀마와의 협력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확후관리
연구소와 농업기계훈련센터 등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농산물의 가치사
슬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와 훈련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따
라서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135)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업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협력사업의 내실
화가 필요하며, 현지 파견된 인력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일례로 호주의 해외농업연구소(ACIAR)와 같이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농업기술 부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갖
추어야 한다.
농산물 가치사슬사업의 경우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지만, 이에 대한 사후 검증과 인과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는 사업초기에 수행한 사전조사(기초선)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했거나 또는 실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조사(종료선)를 수행하더라도 사업시행 이전과의 비교를 어렵게 만드는 요
135) KOICA(2018)에 의하면 2018년 미얀마의 농산물수확후기술관리 지원사업(2011~2014, 350만
달러)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역량 강화사업(2013~2016, 230만 달러)에 대한 사후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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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한다. 즉 사업이 진행되고 실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었다면 이
것이 해당 사업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이를 상
호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업단계별 평가체계와 평가방식
2017년 말,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의하면 우리정부는 효
과적이고, 투명하며, 함께하는 ODA를 통하여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원칙
있는 ODA를 추구함으로써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한
다. 이를 개도국 SDGs 이행지원과 연계, 국가협력전략에 기반한 사업 추
진, ODA 사업 간 연계 및 평가 내실화, 사업 전 과정의 투명성 제고, 수요
자 친화적 정보공개 확대, 범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 ODA 생태계 육성 통
한 일자리 기여 및 민간과 파트너십 강화, 인도적 지원의 단계적 확대, 글
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가부문의 경우, KOICA(2018)는 평가시기별로 사전평가(타당성 분석),
중간점검, 종료평가, 사후평가의 총 4단계로 구성하고 있으며, OECD/DAC
에서 권고하는 다섯 가지 평가 기준(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
력)과 성주류화(Gender)와 환경 및 인권 등 범분야 이슈를 포함한 총 여섯
가지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다섯 가지 평가
원칙, 즉 파트너십,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최
근 평가선진화 전략(2016~2018)에 따라 ODA 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
과 측정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학습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은 이러한 사업단계별
평가와 평가체계를 따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제대
로 공개되지 않아서 우선 정보공유가 시급한 실정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완료된 사업의 경우, 사전 기초선 조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많
아서 사후적으로 이를 검증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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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기초선 조사 결과를 양국간 상호 공유하거나 먼저 공개한 후, 중간
조사와 종료조사 및 사후조사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필요하다면 개선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평가 방식의 경우, 농림업분야에서도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선진
화된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일례로 MIT 대학의 빈곤연구소(J-PAL)를
중심으로 무작위추출방식(RCT: Randomized Control Trial)의 성과평가
방식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업 진행 전 초기 조건을 동등하게
유지한 상황에서 지원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 비교로 사업의 성과
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만약 우수한 농가 집단만 지원을 받을 경우 굳이 지
원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농업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균적으
로 유사한 두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사업으로 인한 성과(Impact)를 비교하
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다만 농림업분야 사업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필
요 하다. 우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료와 제초제 사용 등으로 비용
이 증가하고, 설령 이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생산물의 시장가격이
하락하거나 판매가 어려울 경우에는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한다. 농업 생산에는 강우량과 날씨 등 기후조건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바
이를 인간이 조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전통적인 농업기술 전수가 실제 소농의 생산
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함을 인식하고, 선진국이 추진해
왔던 정밀농법(Precision Agriculture)을 기반으로 행동경제학과 인공위성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사회적 학습이론을 적용하는 등 RCT 기반으
로 영농을 위한 혁신적인 방식과 병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프
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136) 나아가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현
지에 사업자금이 지원될 경우 다양한 형태로 지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파
136) Precision Agriculture 홈페이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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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마을단위의 투입산출모형(Local Economy Wide
Impact Evaluation)을 구축함으로써 가능한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
지고 있다.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있어 가치사슬 개선 등에 대한 사업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며, 최종 목표(또는 영향(Impact))로 농가소득 증대를 달성하고자
하므로, 사업추진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사업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생산성 증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에 적합한 영농기술을 효과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측
정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다. 시사점
이러한 성과와 과제를 고려할 때, 한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의 경제·개
발협력사업은 정부의 개발협력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 발전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자 한다(표 4-7 참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협력 부문의 경우, 한국은 이미
75%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수입선 다변화로 위험을 분산하는 것
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요에 적합하면서도 안전한 미얀마산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 농림업분야의 우
수한 기술과 인적자원을 수출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산 고품질 농산물과 가
공품이 미얀마에서 유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적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미얀마
노동자가 귀국한 이후 양국간 농림업분야에서 가교역할을 하도록 정부 차원
에서 다양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의 기업들도 현지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활동이 양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적
절히 발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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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개발협력 부문의 사업들이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발전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양국간 협의로 제대
로 된 설계와 사업단계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미
얀마 스스로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 농림업분야에서 정부 간 지속적인 정책협의 채널을 지속하고, 양국간
협의된 정책 내용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
요한 시점이다. 특히 미얀마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국내의 미얀마 근로
자 등을 고려할 때, 그동안 정부 주도의 협력사업과 경험을 마중물로 활용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기업, 대학, NGO, 청년 기업 등) 부문의 협
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식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표 4-7. 한·미얀마 농림업분야의 주요 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분야

주요 협력 현황

y 채소·과실 조제품과 신선 채소류, 종자, 견과
류 등 수입
경제 y 동물성 조제품, 조제 식품류 등 가공품 수출
협력 y 최근 미얀마 농림업분야 투자 증가
y 미얀마 노동자의 한국 농림업분야 활동 증가
y 미얀마 관광객 중 한국인 5위(2017년)
y
y
y
y

향후 과제
y 양국간 호혜적 방식의 농식품 무역구조로
가치사슬 강화
y 현지 농림업분야 투자수요 대비한 거점 마련
y 인적교류를 통한 한국 농림업분야의 성장
도모
y 외국인 인력의 중장기 활용방안 모색

효과적 ODA, 투명한 ODA, 함께하는 ODA
SDGs 이행목표 달성에 기여
2016년 694만 달러(순지출액 기준) 지원
농기계훈련센터, 수확후관리기술연구소, 농촌
개발
지도 및 지역개발 훈련센터 등 농업 관련 교
협력
육인프라 지원
y 양곤에 위치한 AFoCO를 중심으로 산림협력
사업 추진
y 네피도에 위치한 KOPIA 센터를 중심으로 농
업기술협력 사업 추진

y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연계성 강화
y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y 농촌지역 개발과 농산물 가치사슬 부문
강화
y 하드웨어적인 시설지원 중심에서 프로그
램 활성화 방안 필요
y 기존에 건립된 연구·훈련 인프라의 활성
화 방안 모색
y 농업기술 및 산림협력의 실효성 제고

y 민간의 현지 신선채소류, 축산 및 농산물 가
기타
공품 진출 증가
y 미소금융 시장 진출 증대

y 현지 농식품 시장 조사
y 해외농업 산림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방안
모색
y 일자리 창출과 연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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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협력의 방향
한국의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의 방향은 미얀마의 농업개발
전략(ADS 2018-2022)의 3대 축인 거버넌스, 농업생산성,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농림업 발전과 농촌개발을 추구하고, 동시에 양자간 다방면
의 협력을 고도화하는 전략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그림 5-1 참고).
미얀마와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상위에 있으면
서 전체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미얀마 개발지원정
책(DAP)의 비전과 목표 및 각종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개발협력을 통하여
미얀마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여건을 조성하
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촉진시키며, 국민과 공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밝고 평화로우며 풍요로운 미래를 향하여 박차를 가하
는 데 그 비전이 있다.137)
정부부처 간 통합적인 협력방식을 강조하는 미얀마의 지속가능개발계획
(MSDP)은 개발협력사업의 핵심영역과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이 담겨 있다.
이 계획에는 3대 핵심영역(평화와 안정, 번영과 동반자관계, 사람과 지구),
5가지 목표, 28가지 전략, 238가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담겨져 있으며,
각 계획마다 담당해야 하는 정부부처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실천계획들
은 미얀마 정부의 12가지 경제정책,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메콩
경제권의 전략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8년 상반기 발표된
농업개발전략(2018-19 ~ 2022-23)은 농업부문의 구체적인 개발수요를 담
고 있으므로 이 전략을 근거로 농업부문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한·
메콩 협력, 한·미얀마 양자 협력 틀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전략적으

137) MoPF(2018),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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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요하다. 우선 신남방정책의 3대 축인 사람, 공동번영, 평화는 미얀마
지속가능개발계획(MSDP)의 핵심영역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상호 협력
을 모색하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ASEAN의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고 글
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경제협력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 애
로기술 지도사업을 통하여 현지 생산 공정을 효율화화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개발협력사업을 통하여 미얀마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
식과 기술 습득을 촉진시키고자 하므로 농림업분야에 대한 미얀마의 애로기
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미얀마의 번영
에 적극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아세안 교역
확대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안전한 농산물을 미얀마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협력을 활용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한·메콩 협력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강화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4대 연계성
분야인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를 통하여 지역의 연계성 강화와 역내 개
발격차 해소에 주력해왔다. 수자원에 대한 관리와 ICT를 활용한 미얀마 농
업의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제고로 미얀마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기여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얀마 양자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아웅 산 수찌’ 여사의
방한(2013년), 현 대통령인 ‘윈 민’ 당시 하원의장의 방한(2016년), 미얀마
상원의원인 ‘만 윈 카잉 딴’의 방한(2017년) 등을 통하여 미얀마는 한국의
발전경험과 기술공유 및 투자를 주문하고 있다.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도
2018년 4월 미얀마를 방문하여 농업, 제조업 부문과 나아가 4차 산업 부문
에서도 양자간 협력수요를 확인하였다. 즉 대미얀마 농림업분야의 정책수요
에 부합하고,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농림업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
써 한국의 개발역량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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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한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의 방향

한국-미얀마 다각적 협력
(신남방정책 연계)

미얀마 농림업 발전에 기여

농림업 부문 개발수요

농림업 부문 공여역량

미얀마

한국
■

■

■

■

미얀마 개발지원정책(DAP)
지속가능개발계획(MSDP)
농업개발전략(ADS 2018-19 ~ 2022-23)

■

■

■

■

농림업 생산/유통/가공 기술 부문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
농림업 연구개발 및 정책 부문
농림업 서비스 부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부문

다자간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한-ASEAN, 한-메콩 협력 등)

국제 공여기관과의
협력가능성 제고

민관 부문과의
협력가능성 증대

개발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자료: 저자 작성.

가. 미얀마의 개발수요
미얀마의 농업개발전략(ADS 2018-19 ~ 2022-23)과 국가산림 기본계획
(NFMP) 등을 통하여 농림업분야의 개발수요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는 거버
넌스 개선과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있으며, 이를 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5-1 참고).
우선 전반적인 농림업분야의 개발수요를 OECD의 분류코드138)에 맞추어
138) OECD의 CRS 분류번호 중 농림업 생산과 관련된 코드번호는 농업생산(311), 임업생산(312)
이며, 이를 세분화한 코드번호로 구분할 경우, 크게 ① 농림업 생산, 유통 및 가공 부문(생산
요소, 수출작물, 축산, 숯 등 포함, CRS 세부코드 번호 31150, 31161, 31162, 31163, 31165,
31161, 31191, 31192, 31291) ②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토지개량, 관개, 마을개발, 산림종합
개발 등 포함, CRS 세부코드 번호 31120, 31130, 31140, 31220 ) ③ 농림업 연구개발 및 정책
부문(R&D, 농업정책 등 포함, CRS 세부코드 번호 31110, 31164, 31210, 31182, 31282)
④ 농림업 서비스 부문 (금융, 지도, 축산/수의, 협동조합 등 포함, CRS 세부코드 번호 31193,
31195, 31166, 31181, 31281, 31194)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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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크게 농림업 생산·유통·가공 부문,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 농림업
연구개발 및 정책 부문, 농림업 서비스 부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림업 생산·유통·가공 부문에서는 소농의 농기계 이용, 사료생산체계 구
축, 산지유통센터, 저장시설, 축산물 종합처리시설 및 체계 구축, 쌀과 채소
류 등 종자 보급체계 구축, 비가림막을 활용한 채소재배, 수경재배 및 자동
화시설 확대, 쌀, 콩 등 품질개선 및 우수농산물(GAP) 등의 고부가가치화,
농산물 가치사슬 개선, 소규모 농가소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전통적 유통구
조 개선, 신선과채류 유통 및 수출역량 강화, 중부지역 녹화사업, 산림보존,
분수령 관리, 지역산림 개발, 산림 수확, 목재기반 산업, 바이오에너지 개발
에 대한 수요가 높다.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대상 마을을 확대하고자 하며, 특히 이를 소수민족에게도 적용함으로써 농
산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농림업 연구개발 및 정책 부문에서는 우선 ICT를 활용한 정보제공 시스
템 구축 및 정보공유 활성화, 농지 관리체계 구축, 농산물·축산물 등 관리
제도 강화, 동식물위생검역 강화, 농약 관련 제도 정비, 가축 사육·수의 부
문에 대한 연구 활성화, 농림업분야 연구기관과 고등교육기관(예: 예진농업
대학)의 재정 및 연구역량 강화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다.
농림업 서비스 부문에서는 농지 보전 및 개발을 위한 제도 구축과 역량
강화, 효과적인 관개시설 및 수자원 이용 역량 강화, 농촌공동체 영농교육
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축산질병·도축위생 등 농민교육사업 추진, 농촌
지도 공무원의 역량 강화, 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소농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소액금융 활성화 등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다.
이 외에도 아동과 청소년 영양개선, 오지의 소수민족에 대한 식량공급으
로 영양수급 체계 구축, 산림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 대한 개발수요
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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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미얀마 농림업분야별 개발수요
부문

개발수요

y
y
y
y
y
농림업 생산, y
유통, 가공 y
y
부문
y
y
y
y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이용 활성화
사료생산체계 구축
산지유통센터, 저장시설, 축산물종합처리 시설 및 체계 구축
쌀, 채소 등 종자 보급체계 구축
비가림막 채소재배, 수경재배 및 자동화시설 확대
생산이 많은 쌀, 콩의 품질 개선 및 고부가가치화(GAP)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서의 연계성 강화 및 가치사슬 구축
원거리 수송에 따른 신선채소 유통 문제 개선
소규모 농가소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전통적 유통구조 개선
신선과채류 수출역량 강화
중부지역 녹화사업
산림보존, 분수령 관리, 지역산림 개발, 산림 수확, 목재기반 산업,
바이오에너지

근거

·ADS
2018-19 ~
2022-23
·NFMP

y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의 대상 마을, 소수민족 지역으로 확대

·ADS
2018-19 ~
2022-23

농림업
연구개발 및
정책 부문

y
y
y
y
y
y
y

ICT 활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 정보공유 활성화
농지 관리체계 구축
가축사육/수의 연구 단일화 및 활성화
농림업분야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예진농대)의 연구역량 강화
농산물/축산물 등 관리제도
동식물위생검역 강화
농약 관련 제도 정비

·ADS
2018-19 ~
2022-23

농림업
서비스 부문

y
y
y
y
y
y
y

농지 보전 및 개발을 위한 제도 구축과 역량 강화
효과적인 관개시설 및 수자원 이용역량 강화
농촌공동체 영농교육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축산질병/도축위생 등 농민교육사업 추진
농촌지도 공무원의 역량 강화
농가조직, 협회, 그룹, 협동조합 등 활성화
소농에 도움이 되는 소액금융 활성화

·ADS
2018-19 ~
2022-23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

기타

y 아동과 청소년 영양개선
y 벽지와 소수민족에 대한 식량공급으로 영양수급 체계 구축
y 산림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

·ADS
2018-19 ~
2022-23
·NFMP

자료: 저자 작성.

미얀마 정부의 통계자료와 농업개발전략(ADS)의 발전전략을 고려할 경우
지역별 농림업분야의 개발수요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다(그림 5-2 참조).
우선 미얀마는 전반적으로 벼, 콩, 축산물 등이 전국에 걸쳐 생산되고 있
으므로 이들 품목의 시장과 연계한 가치사슬을 강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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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요가 높다. 또한 우수농산물(GAP) 인증, 가공 및 수출 제품화 등
의 고부가가치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인도로 수출되는 콩의 경우, 2017년
인도의 미얀마산 콩 수입 금지로 인하여 한때 미얀마 콩 가격이 급락한 적
이 있고 특히 사가잉 구, 마궤이 구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옥수수와 사탕수수는 주로 샨 주, 사가잉 구, 바고 구, 마궤이 구 등에서
많이 생산되며, 중국으로도 수출이 많이 되는 품목이다. 고무는 주로 남부
지역인 카인 주, 몬주, 타닌타리 구에서 생산이 많이 되어 태국으로 수출이
된다. 차(茶)의 경우 샨 주, 사가잉 구, 만달레이 구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채소류는 주로 샨 주에서 생산이 이루어져 중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진다. 또
한 미얀마 중부는 건조지역이어서 기후변화에 대응가능한 조림 개발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림 5-2. 미얀마의 지역별 농림업분야의 개발수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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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사회와의 협력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비중은 평균 4.6%로 낮
은 수준이며,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2014년 감소한 이후 정체
수준이다. 주요 공여국으로는 일본, 한국, 호주, 영국, 미국, 독일이며, 주요
국제기구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세계식량기구과 농업부문 다자간
공여기금으로 2009년부터 시작된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LIFT)’
등이 있다(표 5-2 참고).
우선 일본은 바고의 서부지역에서 관개시설 지원사업, 양곤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인적역량 개발 지원, 농림업분야 종합기술 협력사업 등 농림업분
야에 대한 개발협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와 기술협력 중심으
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지 JICA 사무소의 농업부문 전문가(Mr.
Kyota Iizuka)와의 면담139)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본은 향후 기술협
력 등 농산물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식품 가치사슬사업에 보다 주력하고자
한다. 또한 미얀마에서 농림업분야의 사업(2012~16년 동안 총 241개 사
업, 약 2억 달러)이 JICA 현지 인력(일본인 20명 포함한 총 75명) 수준에서
관리하기에 벅차며, 이에 따라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협력 여력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우선 한국과 중복되지 않은 사업을 수행
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2012년부터 5년 동안 총 28개 사업(약 1,400만 달러)을 추
진하였으며, 지역의 샨, 카친, 라카인 주의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과 함께 최
근에는 호주국제농업연구센터(ACIAR)를 활용하여 현지 농림업분야 전문가
들과의 협력으로 연구 부문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지 LIFT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얀마 농림업분야 기술향상과 식량작물 생산성

139) 일본 국제협력사업단(JICA) 미얀마 사무소 관계자 면담(Kyota Iizuka(Project Formulation
Advisor), Tun Myint Thein(Senior Program Officer), Ei Thazin Phyu(Secretary),
방문일: 201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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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 등 연구분야에서 호주와의 공동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2013~16년 기간 동안 농림업분야에 14개 사업, 총 740만 달러
의 규모로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샨(Shan)주 남부지역의 아편 대체작물 개발을 지원하기
도 하였다. 2017년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농업개발과 식품품질 지원, 농·임
산물을 활용한 약제 개발, 생물학적 방제 기반의 (미얀마 포함) ASEAN 농
식품 시스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과 산림 부문을 중
심으로 바이오 부문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8개(약 5,471만 달러) 사업을 미얀
마에서 추진하였다. 주로 기후변화 적응과 복원력을 통한 농업부문 자연재
해방지사업과 환경보호사업 등이며, 그 외 대부분은 다자간 신탁기금인
LIFT 사업에 약 4,2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업과 기후변화
부문에서의 협력 의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진이 방문한 LIFT 사
업 담당자도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2개 사업(약 5,000만 달러)을 추진하
였으며, 가치사슬 부문의 역량 강화, LIFT 지원, 농업생산성 증대, 식량안
보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현지에서 만난 미시건주립대 교수(Duncan
Boughton)는 USAID와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지원하에 미얀마 농업
변혁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과 투자 부문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몬(Mon)주 1,680개 농가에 대한 기초선 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
에는 델타 지역 쌀 생산성 조사와 건조지역의 신규 관개영농 방식 등 정책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농림축산관개부, 예진농업대학
교와 협업을 통하여 농촌지도 분야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얀마 농업정
책의 효과적인 도입과 개선을 위한 분야에서 한국과 정보공유 등 협력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7년 대미얀마 CPS를 수립한 이후 농업생산,
천연자원,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기술원조를 중심으로 2017년 약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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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주로 수자원 관리, 관개, 식량 공급
역량 강화, 가치사슬 개선, 기후스마트농업(CSA), 농촌 인프라 개발 등 14
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얀마 EDCF 사업 진행이 더딘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ADB 협력사업을 참고할 수 있다. 동시에 ADB의 아
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등을 활용하여 무상지원 부문에서도 미얀마의 농
업생산과 농촌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세계은행(WBG)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약 10개의 농림업 사업, 도시
와 농촌 개발, 환경과 천연자원 관리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협력사업을 수
행하고 있으며, 에야와디 강 유역 종합관리사업 등 농업개발 지원사업 등도
이루어져왔다. 농촌지역의 전력과 통신 등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EDCF 사업 추진 시 기술적인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식량기구(FAO)는 2012년 이후 약 15개의 농림업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작지 및 산림 관리, 축산부문 생산성과 마
케팅 개선을 통한 농가수익 증대, 농업·농촌 통계 개선, UN-REDD 프로그
램, 국제농업 및 식량안보 프로그램(GAFSP), 기후스마트농업(CSA), 지속가
능한 산림관리(SFM), 글로벌 농식품 가치사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미
얀마 식품 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LIFT)은 농촌지역 소농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자간 신탁기금으로 UNOPS가 자금 관리와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 민간회사를 포함하고, 다자간 유럽 국가 중심의 지
원으로 2009년부터 미얀마에서 농업의 상업화, 기후스마트농업(CSA), 소액
금융 지원, 협동조합 및 농촌공동체 배양, 아동 영양개선, 농외활동 등 다양
한 농업·농촌 부문의 협력사업을 수행해 왔다.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
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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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과의 농림업분야 협력 가능성
구분

농림업분야 중점협력 분야

주요 특징

협력가능성 및 시사점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비중 증가  상호 중복되지 않고자
 서부 에야와디, 바고 지역
 향후 안전성 기반의 식품 가치 하므로 상호 협력 가
일
관개시설 구축
사슬 주력
능성 낮음
본  농촌의 인적자원 역량 개발
 프로젝트와 기술협력 부문 중심  농림업 기술지원 방식
 농림업의 종합 기술협력
 다양한 기술협력사업 추진
참고

주
요

y 2014년 이후 농업분야 개발협력
 농업기술 부문 공동
 중부 건조지역, 에야와디 델타 지원액 감소
연구 협력 가능
y 농업연구와 식량작물생산 분야에
지역의 수확후 기술
호
 식량작물에 대한 공동
주  다각적 공동 연구프로그램으로 초점
연구 추진
정책 및 인적자원 역량 개발 y 호주국제농업연구센터로 농업분야
 상호 협력 가능성 높음
다각적 공동 연구 프로그램 실행

공
여
국


독
일 


남부 샨 주 아편 대체 재배
y 농업 개발협력 비중 증가
작물 개발
소수민족 권리 개선
y 소규모로 인권, 산림 등 강조
카친주 천연자원 관리 지원

 농업과 산림 협력
가능성

y 농업분야 개발협력 비중 감소
영  농촌 기후변화 적응과 복원력 y 기후변화와 환경부문에 대한 지원  농림업과 기후변화 부
강화
문에서 상호 협력
국  산림법 제정 관련 지원
y LIFT 지원
y 농업 개발협력 규모 증가
 농업개발 프로젝트 상호
 농업환경 및 생산역량 관련 y 프로젝트 형태와 농업개발 분야 협력
미
 소규모 농가 지원방식
연구 및 역량 강화
중점 지원
국
 농업 가치사슬 구축 지원
y 소규모 농민의 권한 강화에 중점 활용
 농업정책의 효과성
을 둠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y 정부와 시민사회 및 도시 개발
y 농업생산, 농촌개발 등
및 예방
A
분야 중심
기술협력 부문의 협력
D  중부 건조지역 관개농업 개선
y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부
및 현대화
가능성
B
문의 기술협력에 초점
 환경 관련 제도 강화
주
요
공
여
기
관

W
 농촌지역 전력화사업 지원
B
 지역사회 주도의 농촌개발
G

y 한 프로젝트 내에 금융, 도시와 y 농촌개발, 환경, 금융
농촌개발, 환경관리 등 다양한 등 대규모 사업 추진
분야가 융합
시 활용

 2009년부터 다양한 원조기관들의
L
 농촌 빈곤층의 생계(생활환경)
협업으로 미얀마 농림업분야 지원  한국의 공공 및 민간
I
개선 및 영양 증대
y 농가소득 증대, 농촌주거환경 개선, 의 참여 독려
F
 소규모 농민들의 권리 증진
여성과 아동영양 개선 등
T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
 국가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CPF)
 한국과의 협업 요청
한 대응 및 예방
F
기반 개발협력 진행
 미얀마 푸드 시스템에
A  식품 가치사슬
y 기후변화 대응, 식품 가치사슬,
사업 부문 유망
O  임산물 불법 재배 및 교역
임산물 교역 지원
관련 지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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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과 부문별 개발협력방안
가. 추진전략
미얀마와의 개발협력사업은 단계별 전략적 목표와 협력 틀(Framework)
하에 주요 의제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 5-3 참고). 우선
양자간 농림업분야의 정책 협력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
림축산식품부의 농정성과확산사업(KAPEX)과 ODA 국제회의(ODA Round
Table), 한국개발연구원의 KSP 사업,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국책연구
원의 ODA 정책연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협의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기술지원과 인적역량 강화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미얀마 농식품의 글로벌 가치사슬 개선에 기여하고, 상호 호혜적
무역구조를 형성하며, 나아가 현지 비즈니스 기회 모색과 함께 해외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어야 한다.
그림 5-3. 농림업분야의 중장기 개발협력 추진전략

■

■

협력
주요
의제

■

■

안정적 식품공급
정책수립 기여
농림 정책과
농가 소득 연계
한국의 해외농림
자원개발과 연계
협의된 정책에서
개발협력 의제
발굴 주도

■

■

■

■

해외농림자원연구
역량 강화
(또는 기관설립)
KOPIA센터 내실화,
전문성 제고
현지연구소,
연수기관 등 활용
적정기술개발

협력
틀
협력
단계
전략
목표

KAPEX, ODA
Round Table KSP

■

국별협력전략

■

ODA정책연구

한-미얀마
농림정책협력

■

■

■

■

미얀마 농식품
글로벌가치사슬
상호 호혜적
무역구조 형성
농산촌 기초인프라
현지투자 여건조사
현지비즈니스 기회

■

■

■

■

■
■
■

■

■

■

■

■

KOPIA 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

■

KOICA, EDCF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
글로벌가치사슬
(GVC)

■

다자간협력체
전략적 활용
한국의
식량안보연계
신남방정책 연계
한-ASEAN
한-메콩
AFoCO
농림부문
다자협력
역량 강화

■

■

■

국제기구 협업
민간부문개발(PDS)
공공민간파트너십
■

■

UN, FAO, IFAD,
ADB
Global NGOs
국제사회협업
민간부문개발

농림기술지원
인적역량 강화

양자간 협력 중심

다자 간 협력, 민간부문개발 연계
단계별 중점 부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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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과 한·메콩 협력, AFoCO 등 다자간 협력 틀을 적극 고려함으
로써 한국의 식량안보 정책과 신남방정책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
히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사업
을 수행하는 민간부문 개발과도 연계해야 할 것이다.

나. 농림업 생산, 유통 및 가공 부문
1)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제품화 생산기술 협력
2016년 기준 미얀마는 전체 672만 ha의 수확면적으로 2,567만 톤의 벼
를 생산하였으며, 이 중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3.8톤/ha 정도 수준이다. 인
근 국가인 라오스는 4.3톤/ha, 중국은 6.9톤/ha 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
로 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높다.140) 한국의 경우 벼 생산성이
약 7.2톤/ha 정도 되며, 미얀마의 주요 벼가 한국 종자와 다르다는 점을 고
려할 때, 현지 종자를 활용하여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업기
술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KOPIA 센터를 통하여 한국 벼 품종의 적응성 연
구를 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미얀마 현지의 토종 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
다. 또한 미얀마 농축산관개부의 농업연구국(DAR)에서 요청한 종자보급사
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실제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종자를 발굴하여 보
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벼의 가공 및 수출의 경우 인근국가이자 전세계 수출 1위국인 태국의 가
공시설과 수출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현재 KOICA를 통하여 에야와디
델타 지역의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고, 농림축산식품부
를 통하여 건조저장시설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메콩 협력 틀을 활용하여 태국 콘캔에 위치한 메콩연
140) 참고로, 인근 국가이자 전세계 쌀 수출 1위국인 태국의 경우 2016년 기준 2,527만 톤의 벼를
생산하였지만, 생산성이 2.9톤으로 미얀마보다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 2기작이 가능한
동남아 지역에서 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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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MI)를 통하여 쌀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표 5-3.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기술 및 유통협력 프로그램 예시
구 분

사
업
개
요

사업명

내 용
y 미얀마 주요 농식품의 가치사슬 강화 프로그램
(Enhancing Agricultural Value Chain through capacity building for
agricultural technology and marketing)

부서/지역 y 미얀마 농축산관개부(MOALI), Yangon, Nay Pyi Taw
기간/예산 y 기간 : 2020 ~ 2024(5년)

∙ 총 사업예산 : 600만 달러

사업 목적 y 미얀마 주요 농산물의 가치사슬 강화로 소농의 소득 증대
정
책
부
합
성

수요 확인

y 미얀마 ADS 정책수요
y 미얀마 농축산부와 추가 협의 필요

우리측
기대효과

y 미얀마 ADS 주요 사업에 부합, SDGs(2번) 달성에 기여, ODA를 통한 미얀마
와의 고부가가치 농식품 분야 협력기반 조성
y 미얀마 내 농식품 연구소를 활용한 역량 강화: 1M USD
- 양곤과 네피도 현지 인프라 활용
-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업으로 전문가 파견과 컨설팅

사
업
세
부
내
용

우리정부
분담사항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식품
역량 강화
(5M USD)

y 농식품 제품 개발 지원: 3M USD
- 쌀, 콩 등 주요 농식품의 가공식품 개발
- 수출시장 기호에 적합한 브랜드 등 마케팅 역량 강화
홍보 및 평가
(1M)

수원국
분담사항

y 대도시 도·소매, 수출 등 농식품 시장 조사: 1M USD
- 미얀마 내 대도시 도소매 농식품 소비자 수요 조사
- 인도, 중국, 한국 등 수출시장 조사

y 미얀마 우수농산물의 가치사슬 홍보: 1M USD
- 한국과의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 홍보활동과 모니터링 & 성과 평가

y 관계부처 간 업무협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농림축산식품부, 품목별 단체와 협의)
y 기타 사업수행 인력 및 예산확보

자료: 저자 작성

미얀마의 2016년 콩류 수확면적은 약 374만 ha, 생산량은 약 526만 톤
이며, 이 중 상당량이 인도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농가규모가 작고, 산
물 형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실제 농가의 수취가격은 상인과 수입상에 의존
하고 있다. 2017년 주요 수입국인 인도의 미얀마산 콩류 수입제한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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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미얀마 내 콩 가격이 급락하였고, 마궤이 구와 사가잉 구 등 주요
생산지역의 많은 소농이 피해를 입었다. 이후 미얀마는 인도 정부와 협의하
여 다시 콩류의 거래를 재개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장성이 높고 다양한
가공품 개발 등 콩류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기술 개발과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수출선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개선
미얀마의 농림업 생산액이 연간 약 200억 달러로, 2017년 38억 달러의
수출액은 전체 생산의 약 19% 수준이다. 2016년 농업생산의 경우, 쌀
2,527만 톤, 사탕수수 1,044만 톤, 콩 519만 톤, 채소류 366만 톤, 옥수수
183만 톤, 견과류 157만 톤, 기타 과일 140만 톤, 양파 112만 톤, 플랜타
인(바나나와 유사) 111만 톤, 참깨 82만 톤, 비둘기콩(Pigeon Peas) 63만
톤, 감자 55만 톤, 코코넛 53만 톤 등 축산물을 제외하더라도 농업생산량
(대부분의 곡류, 서류, 과일류)이 총 7,800만 톤 수준급이다. 한국의 2017
년 농업부문 생산량이 2,000만 톤(곡류 약 600만 톤, 채소류 약 1,000만
톤, 육류 약 250만 톤)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약 68억 달러(신선 약 11억
달러, 가공 57.3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음을 고려할 때, 미얀마의 농식품
가치사슬 개선을 위해서는 특히 가공부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
선 농산물을 활용하여 수확후관리, 가공, 저장, 포장, 유통, 수출 등 각 단
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활동을 강화하면, 현재 양
국간의 무역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얀마 채소류의 경우, 산지 수집상이나 중간상인에 의하여 대도시 인근
도매시장에 반입된 후, 소매시장, 슈퍼마켓, 식당 등을 거쳐 일반소비자에게
전달되거나 중국, 인도, 태국 및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이 이루어진다. 중국
수출품의 경우 이를 재가공하여 한국으로 수출된다. 이러한 일반 채소류는
곡류와 서류 등에 비하여 수확 이후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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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를 많이 재배하는 동부 샨(Shan)주의 경우, 수확한 채소류가 10시
간 이상 소요되는 양곤, 4시간 정도의 네피도, 6시간 이상의 만달레이, 10
시간 이상의 북부지역으로 수송되는데, 저온저장이나 냉장 수송체계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아 원거리 수송에 따른 손실이 상당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수요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네피도에 KOICA 지원하에 한국의 양재동 하나로마트와 유사한
융·복합형 도·소매 시장이 건립될 예정이며, 동부 샨 주에서는 산지집하장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잘 활용하여 채소류의 가치사슬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산지단계에서는 필요하다면 예냉, 예건, 건조 등 수확후 관리기술
연구와 교육을 통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포장, 지역 브랜
드 창출, 공동 판매 등 농가의 공동조직 등을 활용한 유통단계에서의 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구조도 갖추어야 한다. 신선농산물 소비 위주에서 한
단계 나아가 1차 가공한 안전한 편의식품 등을 개발함으로써 소득이 증가
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즉, 채소류를 중심으로 한국이 이미 지원한 기초 인프라 시설을 잘 활용
함으로써 미얀마 농식품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차
원에서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기업차원에서의 시장 판매 지원 등 민간의
참여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성공사례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3) 사료기반 구축과 축산물 가공역량 강화 및 고품질화
미얀마는 2015/16년 기준, 소 1,657만 두, 돼지 1,654만 두, 가금류 3
억 1,853만 수, 오리 2,366만 수, 양과 염소 877만 마리 등 소득 증대와
함께 축산물의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 농가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므로 축산업 시설현대화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요 축
종을 중심으로 축산물 도축과 가공 및 처리를 위한 축산물종합처리장(L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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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다. 이는 미얀마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곡류 위주의 식단에서 소득 증가에 따라 맛있는 육류 위
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축산부문에서 위생
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초지, 사료 분야 개발과 함께 축산
물 가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다.

표 5-4. 축산물 종합처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시
구 분
사
업
개
요

사업명

내 용
y 소규모 축산물 종합처리장과 스마트팜 활용 농가소득 증대(Small scale livestock
processing center and smart farms in rural villages)

부서/지역 y 미얀마 농축산관개부(MOALI), Yangon, Nay Pyi Taw
기간/예산 y 기간 : 2021 ~ 2025(5년)

∙ 총 사업예산 : 500만 달러

사업 목적 y 미얀마 주요 축산물의 생산효율화와 처리역량 강화
정
책
부
합
성

수요 확인

y 미얀마 ADS 정책수요
y 미얀마 농축산부와 추가 협의 필요

우리측
기대효과

y 미얀마 ADS 주요 사업에 부합, SDGs (2번) 달성에 기여, ODA를 통한 미얀
마의 축산물종합처리 및 위생역량 강화의 협력기반 조성
y 농가지도를 통한 축산물 위생교육: 1M USD
- 네피도와 양곤 현지 교육시설 활용

사
업

우리정부
분담사항

세
부
내
용

축산물 생산,
가공 및
위생역량 강화
(4.5M USD)

y 미얀마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한국 중소기업과 연계: 1M USD
- 축산 관련 한국 중소기업 전문가와 협력
- 미얀마 공무원의 역량 강화
홍보 및 평가
(0.5M)

수원국
분담사항

y 소규모 축산물종합처리 및 스마트팜 조성: 2.5M USD
- 양곤과 네피도 등 정부 차원의 LPC 확보
- 스파트 팜 시범 조성
- LPC 운영역량 배양 위한 전문가 육성

y 미얀마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홍보: 0.5M USD
- 한국과의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 홍보활동과 모니터링 & 성과 평가

y 관계부처 간 업무협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 주요 생산
단체와 협의)
y 기타 사업수행 인력 및 예산확보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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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태국의 주요 기업(예: CP) 등이 미얀마 축산농가들과 계약하여 사료
와 종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지 전문가에 의하며 미얀마 전체 축산물 시
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부터 축산부문에 다양한 외국계 기
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한국기업141)도 현지 축산물 사료시장에 진출
하였거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1990년대 후반
부터 정부주도의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등 가공처리시설을 갖추기 시작하
였고, 최근에는 양돈장과 축사 등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에 투자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현지에 적합한
형태의 소규모 스마트팜, 축산물종합처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농산물 품질제도 및 수출역량 개선
미얀마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대부분은 중국,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으
로 수출된다. 한국, 일본, EU, 미국 등 인근 다른 국가로 수출시장을 확대
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생산물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 적합한 품질 인증
제도를 갖추고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면서도 우수농산물(GAP), 일례로 미얀마 GAP, ASEAN
GAP, EU GAP 등 품질 기준과 인증 제도를 갖춤으로써 수출 역량을 높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쌀 이외의 수출작목인 콩류(Pulses), 유지작물, 채소, 과일
등의 수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미얀마 정부의 7대 육성 부문(콩, 수산
물, 임산물, 쌀, 고무, 섬유의류, 관광 등)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
공품 수출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일례로 한국 수출을 고려할 경우 초기 단
계에서는 참기름 등 유지류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141) 한국계 진출 A 기업사에 의하면, 현재 미얀마의 축산물 위생과 가공역량이 낮으므로, 만약 축산물
종합처리장(LPC)과 같은 시설을 한국과 미얀마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민간이 운영할 경우 현지
축산물 유통시장에서 태국계 회사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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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의 경우 동식물위생검역(SPS)에 대한 수입국의 요구가 상대
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도 농업개발전략(ADS)에서 중점을 두고 있
다. 다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야 한
다. 우선 미얀마는 아세안 회원국으로 아세안이 다른 역외국가와 체결한
FTA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최혜국대우를 받는 방식으로 자체 수출역량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아세안 내 저개발국가인 메콩 국가를 지원하는 프로그
램인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를 활용하거나 한·아세안 FTA 이행과정에
서 미얀마의 농산물 수출역량 강화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하여 아세안과의 미래공동체를 준비하고 있고, 상
호 무역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 달러 수준으로 높이고자 한다. 한국과
미얀마 간 무역액은 2017년 기준 12억 달러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아
세안 전체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한국이 약 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미얀마산 신선농산물이 중국으로 반
입된 후 재가공하여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미얀마산 고품질 농산물을 직접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이는 양국
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이 필요한 농식품 품목을 중심으로 양자간
SPS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142)에 비추어 볼 때, 협의 이후
실제 한국에 수입되기까지는 최소 몇 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 추진과정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외농업협력사업
과 병행함으로써 미얀마와의 농업협력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5)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활용 및 기후변화 대응 산림협력
우리나라는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 파견 및
연수를 통해 미얀마와 산림녹화 성공의 경험 및 기술을 공유해왔다. 산림
142) 베트남산 과일인 ‘용과(dragon Fruit)’는 양국간 약 7년 정도의 SPS 협의 과정을 거쳤음. 다만
현재 수입되는 용과의 당도가 낮아 한국소비자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시장 수요가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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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전수는 한·미얀마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해서도 추진 가
능하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2018년 4월 27일에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한
AFoCO(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2018년 7월, 미얀마 양곤주 북부 지역에
총 2,519㎡ 규모로 지역산림교육훈련센터(RETC)를 설립하였다. 이 센터는
미얀마를 포함한 아시아의 AFoCO 회원국의 공무원, 학생, 연구원 등을 대
상으로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가 양곤에 위치한 만큼 미얀마 공무원, 학생, 연구원들이 산림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정부는 한국의 산림과 환경 전문가, 연구원 및 학생들이 이 훈련센터에서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림뿐만 아
니라 아시아 산림, 미얀마 산림 등 아열대 산림에 대한 연구를 확대함으로
써 향후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창출하는 것이 필
요하다. AFoCO는 한국이 주도한 아시아 산림분야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한
국 전문가의 참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제는 한국의 산림에서 아시아 산림
분야로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목재 생산 위주의 산업조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탄소배출권, 바이오 에너지 연료 확보를 위한 조림을 시도하고 있
다.143) 2000년도 미얀마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에서 16번째로 많았는데,
그 중 83% 이상이 산림전용과 같은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활동으
로 인해 발생하였다.144) 따라서 REDD+ 사업(개도국 산림전용 및 산림경
영사업)은 미얀마 기후변화 대응 산림관리방안으로써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는 2012년 제7차 한·미얀마 산림협력위원회를 통해 한·미얀마 REDD+(개
도국 산림전용 및 산림경영사업) 공동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미얀마 산림청에서 제시한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REDD+ 사업은 미얀마 산림 보전 및 경영사업을 통해 지역소득을

143) 이요한 외(2013), p. 4.
144) 김철민 외(2015),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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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면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될 전망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얀마 REDD+ 사업을 한·미얀마 산림개발협력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
1) 농촌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미얀마 정부는 농업개발전략(ADS)을 통하여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이를 소수민족 거주지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가지
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농촌공동체사업을 통한 농촌지도사업의 효
과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상반기, 네피도의 농업연구국
내에 설립된 농촌지도 및 지역개발 훈련센터(AERDTC)는 농업부 공무원과
마을지도자 및 농민 훈련을 위한 우수한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회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농업부문의 국제회의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가능하다.
그림 5-4. 네피도 인근 요다 마을의 소규모 위생시설(좌)과 농민 모습(우)

자료: 현지 방문 사진(방문일: 2018. 7. 4)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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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2014년부터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미얀마 농촌개발사업
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는 모든 것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농촌지도를
위한 정부의 추가 사업을 통하여 현재 건립된 훈련센터를 포함하여 미얀마
농촌지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다만 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마을운동 중심 농촌개발사업의 경우, 미얀마 정부의 긍정
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낮은 마을회관과 마을도서관 이용률, 현지의 특성
을 고려하지 않은 농기계 보급, 수요가 낮은 소액금융대출, 익숙하지 않은
경쟁요소 도입, 지역 간 거버넌스 구조의 차이, 여성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
은 새마을부녀회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45)
따라서 목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농촌공동체사업을 통하여 미얀마 정
부정책에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마을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모델 개발
이 가능한지, 경쟁요소 도입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지도사업과 새마을운동 형태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의 방향설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향후 소수민족에 대한 농촌
공동체사업의 성공적인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미얀마 농촌관광을 통한 마을소득 증대 도모
미얀마의 관광객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 관광객이 2017년 약 6만 5,829
명으로 태국,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5위를 차지한다. 특히 미얀마는 불교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고, 유적지의 대부
분은 북부의 바간, 만달레이 지역에 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재청 및 문화
체육관광부는 미얀마의 바간 등 세계문화유산 벽화물을 디지털화하는 작업
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적지 지원사업과 함께 지역의 특산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현지
마을의 소득증대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의 신선 농산물이나 특산
145) 김희숙(2015, 2016); 장준영(2017).

218 •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품을 마을주민의 공동작업을 통해 1차 가공형태로 제품화하고 이를 유적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한다면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미얀마 특산품까지 홍
보할 수 있다. 지역의 과일음료, 참기름, 건조 과일, 채소류 가공음료, 차,
커피 등 지역의 특산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정부의 개발협
력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바간 지역에 위치한 한 공예품 회사는 초기 정부 협동조합국의
도움으로 마을에서 조직을 결정하고 대나무와 나무에서 추출한 락커
(lacquer)를 활용하여 다양한 그릇, 공예품 등 전통 특산품을 개발하고 이
를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특히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과
정을 설명하면서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그림 5-5. 바간 지역 락커 협동조합의 견학모습(좌)과 현지 작업장 모습(우)

자료: 현지 방문 사진(방문일: 2018. 7. 5)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AFoCO는 2013~15년까지 태국, 캄포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대
상으로 생태관광, 유역보호, 생물다양성, 산림인증제 등에 대한 기술공유 및
역량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미얀마는 핀다야 보호유역 생태관광과 유
역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였다.146) 한·아세안센터는 2016년 9월 21~23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관광정책 개발 담당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를 초청하여 ‘생태관광 정책개발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147)
146) AFoCO 지역협력사업 홈페이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7).
147) 한-아세안센터 홈페이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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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유적지 연계 농산촌마을 특산품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시
구 분
사
업
개
요
정
책
부
합
성

사업명

내 용
y 농촌공동체 마을 특산품 역량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Capacity building for local
agricultural products in rural tourism village)

부서/지역 y 미얀마 농축산관개부(MOALI), Bagan, Nay Pyi Taw
기간/예산 y 기간 : 2022 ~ 2025(4년)

∙ 총 사업예산 : 400만 달러

사업 목적 y 미얀마 농산촌 마을의 특산품 역량 강화
수요 확인

y 미얀마 ADS 정책수요
y 미얀마 농축산부와 추가 협의 필요

우리측
기대효과

y 미얀마 ADS 주요 사업에 부합, SDGs (1, 2번) 달성에 기여, ODA를 통한
미얀마와의 미래공동체 구상에 기여
y 농산촌 농가지도로 특산품 발굴 및 교육: 1M USD
- 바간 등 관광지 농산촌 지역 대상

사
업

우리정부
분담사항

세
부
내
용

특산품
y 농산촌 마을을 통한 단계별 시범사업 추진: 2.5M USD
가공 및
- 관광지역 중심으로 기존 농촌공동체 마을 중 선정
판매역량
- 특산품 발굴 및 공동 조합 결성
강화
- 판매를 위한 단계별 시범사업 추진
(3.5M
y 미얀마 농업부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한국 중소기업과 연계: 1M USD
USD)
- 농특산품 관련 판매를 위한 전문가와 협력
- 미얀마 공무원의 역량 강화
홍보 및
평가
(0.5M)

수원국
분담사항

y 미얀마 특산품 홍보: 0.5M USD
- 한국과의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 홍보활동과 모니터링 & 성과 평가

y 관계부처 간 업무협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농림축산식품부 및 축산 주요 생
산단체와 협의)
y 기타 사업수행 인력 및 예산확보

자료: 저자 작성.

미얀마는 우수한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지
속가능 관광을 위한 한·미얀마 산림협력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산림분야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을 시도하고 생태관광 협력을 통한 산림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산림청은 인도네시아와 산
림휴양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산림보
전지역에서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148) 한·미얀마 산림협
148) 김통일, 최가영(2014),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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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통해 생태관광 협력 기회가 창출되면, 우리나라 자연휴양림이나 숲길과
같은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모델 경험을 미얀마와 공유할 수 있다. 향후 한·
미얀마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등을 포함하는 생태관광
및 산촌개발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농림업 연구개발 및 정책 부문
1) KAPEX 정책협의 내실화와 해외농업자원개발과의 연계
미얀마는 넓은 농지면적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식량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인근국가인 태국, 인도,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
므로, 식량안보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미얀마 국민들이 필수
영양소를 알맞은 시기에 공급받는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
에, 정부는 ADS를 통하여 특히 소수민족, 아동과 청소년층에 대한 안정적
인 식품공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
며, 미얀마도 해당 국가에 포함된다. 이러한 KAPEX 사업을 활용하여 미얀
마 농림업 정책분야의 맞춤형 개발컨설팅사업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농업정
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까지는 KAPEX 사업을 통하여 한국의 농정성과를 공유하였지만 한국의 경
험이 미얀마의 현 상황에 적합한지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
서 미얀마와의 KAPEX 사업을 통하여 발굴된 정책이 실제 미얀마 상황에
맞는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이를 KAPEX의 후속사업으
로 연계해야 한다.
KAPEX 사업을 한국의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
다. 현재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의하여 해외농업산림자원 조
사 및 평가, 자료 수집, 해외농업 시장 조사, 개발사업자(단독 또는 외국인
과 합작)에게 보조, 융자 지원이 이루어진다. 허장(2018)이 논의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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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남방정책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하여 농식품 수출, 해외농업자원 개
발, 농업분야 개발협력 등 정책 간 효율적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KAPEX는 미얀마 농업부문 공무원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효율적 연계 부문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주고 동시에 우리의 식량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상호 협력과정과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얀마 정책 형성을 위한 국제기구의 사업에 적극 참여
현재 미얀마에서는 2009년부터 UNOPS 주도의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LIFT)’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국가와 민간의 참여로 미얀마 농촌
지역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최근에 한국의 미얀마 농업부문 활동이 증가하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는 미얀마에서 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과 환경
부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식품 가치사슬과 푸드 시스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글로벌 농업 및 식량안보 프로그램(GASFP)은 다자 간 금융기관인 세
계은행과 아시아은행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한 프로
그램이며, 한국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중부 건조지역에
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가치사슬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농업관개종합개발사업, 지역사회 마을 인프라 지원사
업 등 전반적인 농촌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농촌공동체 지원
사업 시 사전 정보공유 차원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아직까지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공동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과의 협력가능성을 높여 아시아인 입장에서, 특히 미얀마 시각에
서 미얀마의 농림업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데 적극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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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의 전문가 육성과 개발협력 역량 강화에도 큰 도
움을 줄 것이다.

3) KOPIA 센터를 활용한 농업기술 연구협력 역량 강화
2013년 농업연구국(DAR) 내에 설립된 KOPIA 센터는 현지에서 쌀과 채
소류 위주로 초기 단계의 연구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현지 전문가와 함께 소규모 연구(벼 생산성 향상
과 수확후관리기술 개발, 두류 생산기술 및 현지 시범마을 조성 등)를 공동
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 한국의 종자가
미얀마 기후에 적합하지 않으며, 미얀마 농민의 열정이 우리의 기대치에 미
치지 못한다는 것과 농기계, 종자, 수자원관리, 시장판매 등 현지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미얀마 정부는 KOPIA 센터를 활용
하여 종자보급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며, 시장수요를 고려한 종자와 농기계
보급과 지속적인 관리 등 다양한 부문에서 농업기술 공동 연구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KOPIA는 센터장의 임기가 짧아 상대적으로 농업기술 부문의 중장기 연
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지 파견된 연구원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계약직 인턴이기 때문에 실제 연구보다는 연구사
업의 보조활동을 수행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얀마의 농업기술 연구수
요에 비하여 우리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 되고 있으며, 연구보다는
사업 현안과 행정 비용 처리업무 등을 수행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호주의 경우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를 통하여 매년 미얀마를 포
함한 아시아 현지 농업생산기술, 농촌지도, 농가조직을 통한 판매사업 등
다양한 협력연구를 중장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미얀마가 아닌 다른 선진국가의 연구자와도 협업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는 호주 정부의 법령에 의하여 보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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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기적으로 KOPIA 센터가 미얀마 농업기술 부문에 대한 연구역
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대미얀마 농업부문 연구역량이
높은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 등과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농업 전문가와 미얀마 농업부문 저명학자와의
협업시스템이 강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전문가들이 미얀마 현지에
파견되어 KOPIA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즉, 빠른
시간 내에 한국과 미얀마에서 미얀마 농업부문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4) 생물다양성 연구를 통한 식물자원 발굴 및 자원화
미얀마는 인도차이나반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국가로, 주변 국
가에 비해 생물다양성과 고유 서식지가 잘 보존되어 있으나 관련 연구 및
관리 기반시설 부족으로 생물다양성 정보가 빈약하다. 미얀마 산림청은 여
러 국제기구 및 국제 NGO와 협력하여 생물다양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다
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2011년부터
미얀마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연구를 시작해 미얀마 생물다양성
도감과 약용식물 자료집을 발간하여 미얀마에 기증하였다. 또한 2016년에
는 국립생물자원관이 5년간의 조사를 거쳐 발굴한 식물, 곤충, 어류 등 현
지 생물표본을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중앙산림개발교육센터에 기증하
여 현지 연구자와 학생들의 생물다양성 연구를 지원하였다.
우리나라와 미얀마는 양국간 생물다양성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생물자원
활용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 9월, 2017년 7월, 2018년 6월 총 3회
회담을 진행하였다. 2018년 제3차 차관회담에서는 미얀마 최북단 히말라야
끝자락에 위치한 카친주 카카보라지 국립공원의 생물다양성 공동연구와
2020년에 준공될 ‘한-미얀마 생물다양성연구센터’에 관해 협의하였다.149)
우리나라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과 미안마 자연자원보전부 산하 산림청은
149) 환경부 홈페이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8. 10. 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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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7년 동안 미얀마 중부 건조 및 북부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자생식물
조사 및 수집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150) 2018년 1월 우리나라 국립수목원
은 미얀마 산림과학원은 국제협력을 통해 70종 미얀마 약용식물을 도입하였
는데, 이는 미얀마 현지에서 식물(생체)을 처음 반출하는 사례이다.151)
이와 같은 한-미얀마 생물다양성 국제공동연구는 아직 가치가 밝혀지지
않은 미얀마 유용생물자원의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 기관은 미얀마와의 생물다양성 국제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결과가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생물
다양성 국제공동연구는 식물자원 발굴 및 자원화에 기여할 것이다.

마. 농림업 서비스 부문
1) 농가 및 농민조직 기술교육으로 마을 리더의 역량 강화
미얀마는 농가와 농촌조직에 대한 기술지원 역량이 아직까지 미진한 수
준이다. 농업연구 분야와 농촌지도국이 서로 달라 농업연구가 실제 농촌지
도에 활용되는 것이 쉽지 않다. 예진농업대학교(YAU)는 대학 수준에서 전
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농업분야의 2차 실무 교육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의 전문성을 갖춘 청년이나 선도 농가를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2018년 상반기, KOICA는 미얀마 정부와 협력하여 농촌지도 기능 강
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
이다. 현지 농촌지도는 미얀마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와 함께 농촌마을
지도자 등 농업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얀마 청년농업인 육성, 선도 농가 육성 등 농업생산 및 기술
분야의 마을 리더를 육성하고 이들이 배운 지식을 지역의 농가들과 상호 공
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FAO가 추진해왔던 농민들 스스로의
문제해결과 기술리더 양성을 지속하는 농가현장학교(FFS)와 유사하다. 다만
150) 산림청(2018), pp. 64~65.
151) 「미얀마 자생식물, 국립수목원서 만난다」(2018. 2. 21),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18.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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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의 농촌지도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마을 리더 또는 마을의 농업기
술 리더를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소액금융과 영농활동과의 협업
미얀마의 소액대출사업에는 은행업 진출에 비하여 외국기업의 참여가 상
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며, 한국은 2018년 7월 기준, 농협은행을 비롯한 약
9개 회사가 현지 소액금융시장에 진출해 있다. 최근 농협은행은 미얀마에서
소농의 농기계 대출을 위한 소액 금융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농의
농기계 활용도를 높이려는 미얀마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며, 이를 통해 소농
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중앙회는 향후 현지에서 농기계임대사업 등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미얀마 농업부문 금융권과 협업함으로써 쌀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한편 한국의 농기계 업체는 미얀마에 진출하여 현지에서 농기계를 생산
후 판매하고 있다. 다만 현지에는 저렴한 인도, 중국산 농기계와 고품질 일
본산 농기계 등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들과의 경쟁에서 차별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품목별로 현지 영농방식에 적합하고, 저렴하면서도 실행가
능한 적정기술을 활용한 농기계를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소액금융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농가에서 쉽게 농기계를 사용토록 하며,
사후관리로도 이어져야 한다. 최근 네피도에 건립된 농기계훈련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3) 조림투자협력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미얀마 중부건조지역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추진 내역은 제1차 1998~2000, 2차 2004~2005, 3차 2008~20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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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8만 달러가 투입되었다.152) 산림녹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사막화
위험에 처한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을 생태 친화적 산림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양묘장 조성, 조림 실시,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미얀마 공무원
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조림사업을 통해 한·미얀마 산림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에 편중하여 해외조림투자사업을 실행해오고 있
다. 미얀마의 경우, 2012년 7월 26일에 한·미얀마 산림협력회의를 통해 미
얀마가 조림지를 제공하고 한국기업이 조림 및 목재생산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2012년에 민간기업이 미얀
마에 120ha(오토산업 40ha, 제로이엔씨 80ha) 조림 투자를 시작하였
다.153) 민간기업이 산림투자를 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2011년에 발간된 미얀마 해
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개정판(2016)을 발행하여 미얀마 산림자원개발 절
차에 관한 최신 정보(대상지 선정, 민간 조림투자를 위한 허가 절차 등)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 국민투자법에 따라 티크 조림 허가는 미얀마 국내 기업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되고 있지만, 향후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154) 한국과 미얀마는 2014년 10월에 한·미얀마 조림투자에 관한 양
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조림에 대한 민간투자 허가의 경우 미얀마 천
연자원환경보존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조림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한·미
얀마 조림투자협력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와 활동이 필요하다. 국가 간 양해
각서 체결은 우리나라 해외 조림투자기업의 미얀마 진출과 사업 확대의 발
판이 될 것이다.

152) 유병일 외(2014), p. 12.
153) 이요한 외(2013), p. 6.
154)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2016),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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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얀마의 농림업 정책인 농업개발전략(ADS 2018-19 ~ 202223)과 국가산림기본계획(NFMP)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면밀히 조사하였고, 정책당국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으로 한국과의 바람직한
협력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아세안 미래공동체와 신남
방정책 및 한·메콩 협력 등 다자간 거버넌스를 고려하고 한국의 대미얀마
국가협력전략에 부합하면서도 향후 실행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
움을 줄 것이다.
미얀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담론, 한
국의 해외농업협력에 대한 평가, 농업협력 가능 분야, 개발재원 확대, 개발
효과성 증대와 성과지표, 미얀마의 토지개혁정책 등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미얀마의 농림 현안을 심층 조사해 미얀마와의 개발협력 방향과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
에서 ①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와 농림업 생산과 교역 등
현황 분석 ② 기존 연구 검토와 상호 비교 ③ 미얀마 농림업분야의 정부 관
계자 면담 ④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와 비영리기구(NGOs) 및 민간
전문가와 면담 ⑤ 미얀마 현지의 주요 농림업분야 지역 조사 ⑥ 국내 미얀
마 전문가 면담 등을 추진하였다.
본문 내용을 장별로 간단히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미얀마의 농림업 생산 현황과 정책을 통한 개발수요를 파악
하였다. 미얀마는 인구의 7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노동인구의 약 51%
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이 전체 GDP의 약 29%를 차지한다.
인도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인접한 요충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토
지, 강수량, 기후 등 농업에 유리한 자연조건으로 인해 2010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전 국토의 44.5%가 산림지역으로 아시아
제3위의 산림보유국이지만, 최근 개발수요로 산림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불법 벌목과 산림 전용으로 인한 황폐화에 적극 대응
하고 있다. 미얀마의 제1위 수출 농산물인 쌀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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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산성이 낮고, 수확후 시설 등 가공역량이 부족하여 대부분 1차 신
선농산물 생산과 수출에 머물러 있다. 이는 미흡한 농업 기계화율과 낮은
가공역량 및 낙후된 농업 제반시설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
는 최근 농업개발전략(ADS 2018-19 ~ 2022-23)을 제시하였고, 식량안보,
농촌 빈곤율 감소, 소농의 소득 증대, 농림 관련 무역활동의 경쟁력 증대, 농
민들의 권리 보장과 강화를 최종적인 정책의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미얀마
농업개발전략(ADS)의 구체적인 사업방향은 ① 거버넌스 ② 생산성 향상 및
③ 경쟁력 강화이며, 이를 위하여 정보공유,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기초연
구 강화, 농업기반시설 및 기계화 향상, 농업가치사슬 개선, 금융서비스 제고
의 총 여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현황과 전략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였다. 국제사회의 미얀마 농림업분야
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은 전체 사업 대비 약 4.6%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최근 임업분야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림업분야의 개발협
력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프로젝트와 기술협력 유형의 원조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림업 기술협력사업이 매년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므
로 이는 미얀마의 농업기술 향상과 함께 일본 민간기업의 진출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
만, 소규모 지원으로 산림과 환경 및 소외계층의 인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도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임업 분야 사업이 시작되었고, 주로 기후변화와 환경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농업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규모와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프로젝트
형태의 농업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농민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농업 생산과 기후변화를 연계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14년 이후 농업분
야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농업기술과 식량작물
에 대한 양국간 공동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호주 국제농업연구
센터(ACIAR)를 중심으로 중장기의 다각적인 연구프로그램을 현지 전문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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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3국 학자와의 연계도 가능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정부와 시민사회 및 도시개발 중심 사업을 추진
해왔으며, 농림업분야에서는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부문의 기술협력
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은행(WBG)은 대형 프로젝트 내에 금융, 도시와 농
촌개발,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혼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자간 협력
기금인 ‘주거환경 및 식량안보 신탁기금(LIFT)’은 2009년부터 다양한 원조
기관간 협업을 통해 미얀마 농가소득 증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여성과 아
동영양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미얀마 농업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세계식
량기구(FAO)는 국가 파트너십 전략(CPF)에 따라 미얀마의 자연재해와 기
후변화 대응, 식품 가치사슬, 임산물 교역과 관련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측에 식품 가치사슬과 푸드시스템 관련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미얀마 개발협력 현황과 전략을 고려할 때, 한국도 다
른 선진국들과 함께 농림업분야에 대한 기술협력과 지원방식을 이해하고,
미얀마 농식품의 가치사슬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기업의 활동을 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
얀마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우리 전문가의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공동연
구를 활성화하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이 다른 진출국 및 국제기구와
의 협업으로 아시아적인 시각, 특히 미얀마 시각에서 미얀마 농림업분야 정
책을 논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는 한국의 전문가 육성과 개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
로 판단된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경제·개발협력 현황을 파악하
고 성과를 점검하면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미얀마와 무역, 투자, 인적교류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증진시켜 왔으며,
이 과정에서 2017년 총 교역액 12.2억 달러를 달성하고 3억 달러의 흑자
를 누리고 있다. 농림업분야에서는 주로 채소·과실의 조제품과 채소류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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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반면, 동물성 생산품, 조제 식품류, 음료, 육어류 조제품 등 가공품
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얀마의 신선 채소와 과실류 및 가공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수요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며, 한국의 동물성 생산품과
조제품 및 음료 등 가공품 수출을 통하여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
는 무역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한·아세안 FTA를 체결한
양국간 경제협력과 미얀마에 대한 특혜관세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바, 일례로 양곤
의 띨라와 경제특구에 한국기업이 식용유와 채소류 농식품 가공공장을 설립
하고, 현지 축산사료사업, 농기계 공장과 연구소 소액금융, 농민 대상의 소
형 농기계 할부금융 등의 분야에 진출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얀마 농식
품 생산·가공·유통 분야에서 현지 시장 정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에 대한 다방면의 사전조사, 사업 부문별 현지화 가능성, 현지 협력기
관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적교류의 경우, 2007년부터 진행된 고용허가제로 2018년 4월 기준, 국
내에서 약 2만 2,000명의 미얀마인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농림업분야에서
는 많은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버섯, 파프리카, 고추,
축산업, 농기계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한국에
서 배운 농림업 생산기술과 스마트팜 등을 활용하여 본국에서 농식품 비즈니
스를 담당하게 되면 양국간 농림업분야에서 더 큰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미얀마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업인력에
대한 중장기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례로 귀국하는 미얀마인
에 대한 현지 창업지원 및 한국기업 진출과의 연계도 고려 가능하다.
2018년까지 정부의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의 주요 사업에는
①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한 농촌개발사업 ② 농지제도와 농기계 지원 등을
통한 생산기반 여건 지원 ③ 수확후관리기술 연구소와 농업기술협력(KOPIA)
센터 등 농업기술 지원 ④ 우수농산물(GAP)과 농산물유통제도 지원 등 농식
품 가치사슬 증대 지원 ⑤ 중부 건조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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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 ⑥ 농민과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농촌지역 개발과 농산물 가치사슬 부문에 대한 양
국간 협력사업이 증가하였고, 연구소나 훈련센터 설립 등 기초 인프라 시설
을 갖추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들 시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관건
이다. 미얀마 현지에서 양국간 농업기술 협력과 산림교육 부문의 협력이 진
행되고 있으므로 관련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인 평가(예: 무작위추출평가 방
식: Randomized Control Trials)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업의 기초선 조사 실시 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017년 말,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의하면,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함께하는 ODA로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원칙 있는 ODA를 추
구함으로써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 SDGs 이행지원과 연계, 국가협력전략에 기반한 사업 추진,
ODA 사업간 연계 및 평가 내실화, 사업 전과정의 투명성 제고, 수요자 친
화적 정보공개 확대, 범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 ODA 생태계 육성을 통한
일자리 기여 및 민간과 파트너십 강화, 인도적 지원의 단계적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75% 이상의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선 다변화
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우리 수요에 적합한 미얀마산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수입하는 체계를 빠른 시간 내에 갖추어야 한다. 동시
에 한국산 고품질 농산물과 가공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얀마 농림업분야와의 경제협력, 인적교류, 개발협력
활동 증가와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 및 국내 미얀마 노동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부 주도의 협력사업과 경험을 마중물로 활용하고 동시에 양국간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대학, NGO, 청년 기업 등) 부문의 협
력 채널과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중장기 협력방향과 추진전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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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얀마 개발수요와 국제사회와의
협력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을 고려한 추진전략을 우선
제시하였다. 한국의 대미얀마 농림업분야 개발협력의 방향은 미얀마의 농업
개발전략(ADS 2018~2022)의 3대 축인 거버넌스, 농업생산성, 경쟁력 제
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미얀마와의 개발협력사업은 목표와 협력 틀(Framework)에 따라 단계별
주요 의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출발점은 한·미얀마 농림
정책협력을 기초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정성과확산사업(KAPEX),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미얀
마 국가협력전략(CPS), 국책연구원의 ODA 정책연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얀마 농림업분야에 대한 기술지원과 양국간 인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고품질의 농식품을 수입하도록 미
얀마 농식품 부문의 글로벌 가치사슬 개선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
다. 이는 상호 호혜적 무역구조 형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신남방정책,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한·메콩 협력, 한·미얀마 양자간
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을 고도화하는 전략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중장기
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전문가, 기업,
NGOs 등과 연계하여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 필요하다.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수요를 OECD의 분류코드에 맞추어 크게 농림
업 생산·유통·가공 부문,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 농림업 연구개발 및 정책
부문, 농림업 서비스 부문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림업 생산·유통·가공 부문에서는 소농의 농기계
이용, 사료생산체계 구축, 산지유통센터, 저장시설, 축산물 종합처리시설 및
체계 구축, 쌀과 채소류 등 종자 보급체계 구축, 비가림막을 활용한 채소재
배, 수경재배 및 자동화시설 확대, 쌀과 콩 등 품질개선 및 우수농산물
(GAP) 고부가가치화, 농식품 가치사슬 강화, 소규모 농가소득 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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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전통적 유통구조 개선, 신선과채류 유통 및 수출역량 강화, 중부지
역 녹화사업, 산림보존, 분수령 관리, 지역산림 개발, 산림 수확, 목재기반
산업, 바이오에너지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다.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대상 마을을 확대하고자 하며, 특
히 이를 소수민족에게도 적용함으로써 농산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다. 농림업 연구개발 및 정책 부문에서는 ICT를 활용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과 정보공유 활성화, 농지 관리체계 구축, 농산물과 축산물 관리제도
강화, 동식물위생검역 강화, 농약 관련 제도 정비, 가축사육 및 수의 부문에
대한 연구 활성화, 농림업 연구기관과 고등교육기관(예: 예진농업대)의 재정
및 연구역량 강화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다. 농림업 서비스 부문에서는 농지
보전 및 개발을 위한 제도 구축과 역량 강화, 효과적인 관개시설과 수자원
이용 역량 강화, 농촌공동체의 영농교육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축산질
병과 도축위생 등 농민교육사업, 농촌지도 공무원의 역량 강화, 협동조합
설립과 활성화, 소농에 도움이 되는 소액금융 활성화 등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다. 이외에도 아동과 청소년 영양개선, 벽지와 소수민족에 대한 식량공급
으로 영양수급체계 구축, 산림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 대한 개발수요
가 높은 편이다.
농림업분야의 향후 세부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표 6-1 참고).
농림업 생산·유통·가공 부문에서는 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제품화 생산기술 협력 ②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개선 ③ 축사료기반 구축
과 축산물 가공역량 강화 및 고품질화 ④ 농산물 품질제도 및 수출역량 개
선 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활용 및 기후변화 대응 산림협력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농산촌 종합개발 부문에서는 ① 농촌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② 미얀마 농촌관광을 통한 마을소득 증대를 제안한다. 농림
업 연구개발 및 정책 부문에서는 ① KAPEX 정책협의 내실화와 해외농업자
원개발과의 연계 ② 미얀마 정책 형성을 위한 국제기구의 사업에 적극 참여
③ KOPIA 센터를 활용한 농업기술 연구협력 역량 강화 ④ 생물다양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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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한 식물자원 발굴 및 자원화를 제안한다. 농림업 서비스 부문에서는
① 농가 및 농민조직 기술교육으로 마을 리더의 역량 강화 ② 소액금융과
영농활동과의 협업 ③ 조림투자협력을 제안한다.
표 6-1. 한국의 미얀마에 대한 농림업분야 협력방안과 주요 특징
주요 부문

협력방안

주요 특징

y 현지 종자 또는 수요가 높은 종자에 대한 연구 및 기술협력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 제품화 생산기술 협력 y 쌀, 콩 등 미얀마 주요 수출 농산물의 가공품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
개선
농림업
사료기반 구축과 축산물 가공
생산·
역량 강화 및 고품질화
유통·가공
농산물 품질제도 및
수출역량 개선

y 신선농산물의 수확후관리, 유통, 수출 등 개선으로 가치사슬 제고
y 한국이 지원하는 시설(예: 네피도 융복합 시장, 수확후관리연
구소 등)과 연계
y 현지 적합한 스마트팜과 축산물종합처리장 역량 지원
y 한국 진출기업과 연계
y 미얀마 우수농산물(GAP)과 ASEAN GAP 연계 지원
y 한국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동식물검역(SPS) 등 협의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y 양곤 지역의 지역산림교육훈련센터(RETC) 활용
활용 및 기후변화 대응
y 미얀마 REDD+ 사업과 연계한 우리의 산림·환경 전문가 양성
산림협력
농촌개발사업의 효과성
농산촌 제고방안 마련
종합개발 미얀마 농촌관광을 통한
마을 소득 증대 연계
KAPEX 정책협의
내실화와 해외농업자원
개발과의 연계
미얀마 정책 형성을 위한
농림업 국제기구의 사업에 적극
연구개발 참여
및 정책
KOPIA 센터를 활용한
부문
농업기술 연구협력 역량
강화
생물다양성 연구를 통한
식물자원 발굴 및 자원화

y 미얀마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 고려
y 사업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예: 무작위추출(RCT) 평가)
y 유적지와 연계한 마을 특산물 개발
y 산림자원 활용한 생태관광 연계
y KAPEX로 한·미얀마 농림업 정책협의로 미얀마에 대한 농림
업분야 사업 추진 시스템 구축
y 해외농업자원 개발 연계로 한국의 식량안보와 기업 진출 지원
y FAO, LIFT, GASFP 등 국제기구의 미얀마 사업에 참여함
으로써 우리 전문가 역량 지원
y 서구의 시각이 아닌 아시아 시각 또는 미얀마 관점에서 정책 지원
y 호주의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와 공동연구 추진
y 한국 전문가의 KOPIA 파견 및 현지 연구 시스템 확대
y 현지 정규직원 파견으로 기술협력의 효율성 제고
y 한·미얀마 생물다양성 공동연구 확대
y 미얀마 식물자원의 가치 발굴과 자원화

농가 및 농민조직 기술교육 y 기 지원된 시설(AERDTC)을 활용한 마을의 농업기술 리더 육성
으로 마을 리더의 역량 강화 y FAO의 농가현장학교(FFS)와 연계
농림업
서비스
부문

소액금융과 영농활동과의
협업

y 한국협동조합의 현지 소액금융 진출과 농기계 소액금융 지원
y 네피도 농기계훈련센터 활용

조림투자협력

y 미얀마 조림투자부문에서 정부간 중장기 협력전략 마련
y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녹화사업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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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in Myanmar
Taeyoon Kim, Misun Park, Donghwan An, Byoungkyun Jeon, and Nari Kim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hereinafter Myanmar) is
one of Korea’s priority partner countri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mainly focused in the four sectors of public administration, rural development, transportation and energy, based on the
Korean government’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As of 2015,
the country’s total population has risen to almost 51 million, among
which the urban population accounts for 30.0% and rural population
70.0%. Although the urban population is increasing rapidly, the majority of Myanmar people reside in rural sectors and engage in agriculture and forestry, utilizing the abundant natural resources of land,
water, grass, trees, and mountains. Land use by these primary industries remains high in proportion.
This research studies Korea’s agricultural and forestry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 focus on rural development, which is one of the
focal areas approved by Korea’s CPS with Myanmar. Our study begins
with current agricultural and forestry development and future needs
for Myanmar, scheduled in particular within its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next five years (ADS 2018-19~2022-23) recently
approv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
(MOALI) in 2018, as well as the national forestry master plan (2001-02~
2030-31) approved in 2000 by the Ministry of Forestry. We examin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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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grams in Myanmar supported by
other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Japan, Germany,
the UK, USA, Australia, Asia Development Bank (ADB), World Bank
Group (WB), 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Fund (LIFT), and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to identify possible avenues for cooperation and draw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romising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grams. Meanwhile, Korea’s agricultural and forestry
capacities are essential for implementing programs suitable to
Myanmar, meaning that Korea’s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gram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offer valuable lessons. Both grant and
loans are studied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ottlenecks or
challenges in Myanmar. Based on agricultural and forestry needs in
Myanmar and Korea’s capacity in the same sector, our findings suggest several promising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grams.
Myanmar’s ADS (2018-19~2022-23) has three objectives: 1) enhanced governance and capacity of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2) increased productivity and farmers’ income,
and 3) enhanced market linkages and competitiveness. The target rate
for agricultural growth in five years is 4.0%, aiming to double the
current 2%. The target for land and labor productivity in five years
is to realize 50% increase compared to the current $1,200/ha and
$1,600/labor, respectively. The target for agrifood exports is $3,865
million in five years against the current $2,400 million. Under the first
objective of governance, there are nine outcomes (needs), including: 1)
planning, 2) policy, 3) monitoring and evaluation, 4) statistics, 5) associations and groups, 6) land rights, 7) coordination and participation,
8) food and nutrition security, and 9) MOALI restructuring. There are
nine outcomes (needs) in the second objective, productivity, as well: 1)
research, 2) extension, 3) education, 4) irrigation and water management, 5) crop inputs, 6) mechanization, 7) livestock and fishery, 8) good
agriculture practices, and 9) resilience. Finally, the third objective of
competitiveness aims to achieve the following nine outcom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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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nvironment, 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Quality System,
4) Participatory Planning for Rural Development, 5) Rural Infrastructure,
6) Agro-enterprise Development, 7) Food Quality and Safety, 8)
Financial Services, and 9) Trade Facilitation and Export Growth.
Myanmar received a total of almost $1.5 billion in 2016 from international societies, of which agricultural and forestry ODA account for
only 5.9%. Japan ($235 million) is the biggest donor country, followed
by the USA ($183 million), Korea ($124 million), Germany ($72 million), France ($48 million), UK ($46 million) and Australia ($46 million)
in 2016. The World Bank ($300 million) and Asian Development Bank
($263 million) also support many programs in Myanmar.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s with Japan, including the private sectors, are most
dominant in Myanmar, indicating there will be an increase in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Myanmar from Japan. Germany focuses on environmental and forestry development by advocating for human rights
and the wellbeing of minorities residing in remote areas. The USA has
engaged i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to support small farmers’
production and marketing capabilitie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Australia Center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ACIAR)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in collaboration with Myanmar experts,
making much scientific information available within ACIAR’s networks.
The ADB’s strategy focuses on enhancing agricultural value chains,
technical cooperation for rural development, and natural resources.
The WB supports Myanmar by providing agricultural package programs in the areas of finance, urban and rur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management. LIFT has helped farmers and their families to
generate more income, maintain the environment in their village, and
ensure that children and women are getting enough nutrition. The
FAO has focused on enhancing the food value chain through mitigating natural disasters and coping with climate change.
Korea is an important donor in Myanmar which has provided many
projects such as technical assistance through the Korea Program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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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 center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rural development projects that focus on Korea’s
New Village Movement, post-harvest research center, and enhancing
agricultural marketing ability with wholesale market through KOICA,
consulting agricultural policies through the 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KAPEX) program at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Future activities should be more aligned
with each other to increase aid effectiveness in Myanmar.
In conclusion, the future direction in agricultural and forestry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Myanmar should first of all focus on sustaining the agricultural policy framework, by continuing current programs
such as the KAPEX, KSP, CPS, and other ODA policy research, leading
to the initiation of pilot programs for good agricultural and forestry
policies in Myanmar for mutual recognition. There should be additional discussion on the aid effectiveness of the pilot program currently being conducted with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supported by a total of $22 million by 2019. Second, facilitating and
implementing agricultural policies in Myanmar should be supported by
Korean government programs in areas such as technical assistance,
capacity building, and agricultural value chains in order to create a
good business environment in the private sectors. Third, agricultural
and forestry development programs should be linked with current
frameworks such as the Korea-Mekong Initiative, Korea-ASEAN cooperation projects, and the Korean government’s New Southern Policy.
Fourth, incorporating private sectors and/or non-government organizations (NGOs) throughout the programs is important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and forestry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long run. These
programs should contribute to the social and economic growth for
Myanmar to grow into a middle-income country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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