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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6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
핀, 미얀마―에서 추진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한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와 그 뒤를 이은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도 확인할 수 있듯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빈곤 퇴치, 기아 해소, 식량 안보와 같
은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인구의 대다수가 농촌에 거
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분야 개발협력은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도 직결된다.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정부 역시 농촌개발에 주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
력사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주요 대상지역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시아 지역에 투입된 농림수산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총액 2억 7,800만 달러 가운데 82.2%가 이 지역
에 투입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중점협력 대상 6개국에 투입된 지원 총액은 동남
아시아 전체 지원액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동
남아시아 중점협력 대상 6개국 사례를 분석한 본 연구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의 개선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에서 수립한 농촌개발 중기전략의 전략목표―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및 시
장성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농어촌 생
산시스템 및 자연자원 보전―에 상응하여 사례들을 균형 있게 편성하되, 비교
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도록 각 유형별로 두 개씩 사례를 배정하였다. 베
트남과 라오스 사례는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목표 관련 사업으로 분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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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 가치사슬 개선과 적정기술 활용을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포용적 농촌개발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배정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종합개발사
업으로, 새마을운동사업 모델을 적용한 사례들이다. 인도네시아 사례도 이와
유사하나 마을기업 경영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에 더 주력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 필리핀과 미얀마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
는데, 필리핀 사례의 경우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적 농업시스템 구축에 주력
한 반면, 미얀마의 경우 산림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세 범주로 사례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전략
목표별 사업 유형을 모두 포괄하고자 한 것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사
업에 참여한 시행주체에 따라서도 다양성을 고려하여 사례를 안배하였다. 2011
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민관협력의 확대·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부산선언’이 채택된 이래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민간부
문의 참여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력하고 있는 농업분야에도 두드러져, 민관협력 개발협력사업의 수가 급증하
고 참여주체 또한 다양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이
직접 맡아 수행한 사업 외에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업 사례를 추가함
으로써 민간 참여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민간부문 참여주체의 다양성 또
한 고려하여 기업, 대학 및 학술단체, 시민사회단체로 사례를 고르게 편성하였
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들 가운데 캄보디아만 정부기관(KOICA)
에 의해 직접 추진된 사업이고, 그 밖의 사례는 모두 민간이 참여한 사업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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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었다. 베트남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의 민간기업이, 인도네시아 사례는 대
학이, 필리핀 사례는 시민사회단체가, 라오스의 경우 학술단체가 시행주체로 참
여하였다. 미얀마 사례의 경우 정부기관(KOICA, 산림청)에 의해 수행된 ODA 사
업 외에 시민사회단체가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 사례를
비교연구 사례로 추가하였다.
성공의 요인을 가설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OECD/DAC의 5대 평가기준, KOICA의 농촌개발 분야 표준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례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요인에
관한 점검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작성한 성공요인 점검목
록의 세부항목은 22개에 달하며, 이를 참여 연구진이 각자 분담한 모든 사례에
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점검목록에 제시한 세부지표는 본 연구를 통해 확
인된 성공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유형에 따라 비교분석할 목적으
로 하나의 표에 정리한 것일 뿐, 개별 지표를 많이 포함할수록 ‘더’ 성공한 사업
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사업 사례들의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성과목표
또한 달리 설정되어 있는 만큼, 단일 사례가 모든 지표들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교표는 각 사례들이 세부지표를
얼마나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보다는 해당 사례가 성공하는 데 기여한 요인으
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과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각
지표들의 이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유형의 사업이 성공
할 수 있는 요건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참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한 도입부와 6개국 사례연구를 담은 본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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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는 1장과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각 장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간단히 소개하
고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업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대상 사례들
에 대한 분석 가설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물이 상술한 성공요인 점검목록이며,
본론의 사례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성공요인은 이 목록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중
심으로 서술하였다.
본론에 해당하는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본 연구의 대상인 동남아시아 중
점협력 대상 6개국에서 시행된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중기
전략 목표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로, 각 사례의 개요와 주요 성과, 성공요인
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시장성 증대’ 사
업 유형으로서 베트남과 라오스 사례를 다루었다. 1절의 ‘베트남 닌투언성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사례는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생산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농촌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기술교육과 판로 개척을
통해 농촌 빈곤층의 소득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 마을 개발사업이다. 목표 달성
을 위한 사업 구성요소를 적절히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을 뿐
아니라, 기업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협력과 기업 활동을 연계했다는 점에
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참여가 갖는 한계도 분명
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또 다른 교훈을 남긴다. 기업이 가치사슬 과정에 참여
하는 경우 시장체계 개선과 판로 개척만으로도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가치사슬의 최종 단계에 자리하는 기업이 부재할 경우 사업 성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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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례는 효율성 못지않게
효과성과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민들의 조직화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제가 사업 활동 내용에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제공해준다.
‘라오스 농업분야 적정기술 거점센터 사업’ 사례는 친환경적 에너지원 공급
에 주력해오던 적정기술의 활용 범위를 지역개발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
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을 상품화
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기술을 투입함으
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 성과다. 한국의 학술단체와 라오
스 현지 대학이 상호 협력관계를 토대로 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정보를 공유
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훈련시키는 한편,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은 학술단체가 추진한 협력사업의 장점으로 꼽힌다. 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
는 것만으로는 산악지역 소수종족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작물의 수확·유통·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지역사회에 보급하여 개발 혜택을 공유하고 상품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포용적 지역개발사업 사례로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다루
었다. 1절의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기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사례에서는 2014
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의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사업
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상황 진단과 전략의 적절성,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주민 참여의 제도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목표한 성과를 달성
하는 데 기여한 성공요인으로 꼽혔다. 사업수행 적합도 조사를 통해 성공 잠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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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시범마을을 선정한 후 면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요와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이 주
효했다.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마을
조직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은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낸 주된 동
력이었다. 이 외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지도, 평가를 통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내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마을 간 경쟁을 유도한 점 역시 성과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학이 주관한 개발협력 사례로서 소개된 2절의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농
촌 주민 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 종료 후에
도 마을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 사업의 성과
는 소득 증대로 구현된 경제적 효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업 참여 주민들의
자존감과 자신감 고양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와 함께 주민들간의 친밀
감과 신뢰, 수평적 관계가 돈독해지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변화까지 이끌어냈다
는 점이야말로 이 사례의 핵심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는 데
는 이전 사업에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후속사업의 전략을 재조
정한 시행주체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사전조사를 강화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동일한 사회적 배경의 여성 주민들로 마을기업 회원을
구성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열망을 고양시킨 점,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역량 강화를 이끌어낸 점 등이 이 사업의 성공요인들로 꼽
힌다. 현지 대학과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낸 점 역시 사업 종
료 이후까지 이 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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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사례로서 필리핀과 미얀마에서 추진된 개발
협력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1절의 ‘필리핀 케손주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
작물 다양화사업’ 사례는 혼농임업이라는 친환경적 농업생산 방식이 지역사회
에 안정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조직화와 교육을 통한 역량강
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한 필리핀 현지 대학 및 주민 조직과의 관계가 그 밑거름
이 되었다.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사업의 내용과 지역을 선정하는 한편, 단
계별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를 보완해나간 점이 주효했다.
특히 경제수준이 낮은 소농을 중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혼농임업을 실천하
는 데 필요한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토지 보유 계층과 지자체의 협조
를 얻어낸 점, 화전 경작으로 인해 산림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원주민
집단을 사업에 참여시킨 점도 사업 안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속
적인 농업 훈련과 인력 양성에 주력한 점 역시 주민들의 이탈을 막고 사업의 지
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이 사례는 보여준다.
2절의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에서는 사업의 성공요
인을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된 ODA 사업 사례와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한 후속
사업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함의를 제시하였다. 산림 황폐화가 가속
화되고 있는 미얀마 중부 건조지에서의 산림녹화 사업은 미얀마 정부가 장기계
획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산림 복원 및 관리 사업을 측면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지 국가의 개발수요를 적극 수용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 20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ODA 사업으로 추진된 산림녹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국문요약 • 9

사업대상 지역의 지형과 토양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을 투입한 점이 주
효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네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후속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졌
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단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한
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후속사업이 생성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성
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그 성과로부터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이 사업의
4차 사업 시행주체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구상되었으나 ODA 추진체
계에 밀려 실현되지는 못한 공동체 숲 관리(Community Forestry) 모델은
ODA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개
발 모델로서 고려함직하다. ODA 사업으로 추진된 산림녹화 사업과 비교 사례
로서 제시한, 해당 단체가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Happy
Water School’ 사업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두 주체에 의해 시
행된 사업이 각각 보여준 성과와 한계를 통해 이 사례는,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
성이 개발협력사업의 성과가 지속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줌과 동
시에 관련 분야에서 경험적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충
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6장에서는 상술한 3장에서 5장까지의 사례 분석 결과에 대
한 요약과 함께 정책적 제언, 그리고 연구의 한계에 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
에서 다룬 사례의 경험적 범위 내에서 정책적 함의와 제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에서 주력하고 있는 새마을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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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주민 참여 개발을 지향하여 내용과 추진체계를 마련한 사업 모델이라 하
더라도 현지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상적인 운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현지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기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사례들은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와
맞춤형 전략의 수립, 실행의 주체로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충실한 예비조사 및 기
초조사를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시 주민들의 공개토론에 회부하여
최종적으로 주민 동의에 의해 계획이 수립될 때 마을의 자율성이 발휘되고 주
인의식과 참여 의지가 진작될 수 있다. 캄보디아 사례가 보여주듯이 주민들로
하여금 단기간에 사업 효과와 혜택을 체감하게 함과 동시에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민 지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적 편성도 권장할 만한 접근법이다.
둘째, 민관협력사업의 경우 향후 비중을 더 늘리고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
하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 방식은
지원액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이 승부를 걸어야 할 상향식 접근 방
식에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민관협력사업 사례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민간기관들이 특유의 전문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를 다각화하
는 방향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기업의 참여는 판로 개척과
가치사슬 개선에 주효했다. 현지 대학의 사업 참여는 현지 지역에 관한 지식과
분과 전문성, 학생 인력 제공의 이점을 안겨줌과 동시에 인재 양성을 통해 사업
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우리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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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는 우리나라 청년인재 육성에도 기여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갖는다. 시민사
회단체의 참여는 단체 고유의 가치 지향성을 개발협력에 투영함으로써 지속가능
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민관협력의 장점들이 충분
히 발휘될 수 있도록 향후 민간기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발협력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기간을 가급적 더 늘리고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신규사업 및 후속사업의 수행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
이 장기적으로 연속 시행될 경우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명백히 실패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기간을 늘리되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사업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적 편성이나 사
업 내용의 충실한 설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기간의 단순 연장 또는 연
속 역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선정 시 기
존 사업들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나 여러 형태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간 연계
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및 개선 계획은 적절한
지를 선정 평가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넷째, 적정기술의 도입과 적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개발
협력 대상 국가들의 기술 수준과 동원 및 활용 가능한 자원, 현지 지식을 고려한
적정기술의 지원은 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근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환경 친화적 개발의 부가적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소농 중심의 동남아 농업구조를 감안하면 적정기술의 도입과 적용은 더
욱 절실하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첨단기술을 단순히 이전하고 이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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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보다는 현지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현장 지향적 접근법이 더욱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사업의 성패를 쥔 결정적인 행위자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물자와 기술 지원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모든 사
업은 사람이 수행한다. 근래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일제히 강조하는 현지 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우리 측 수행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어떤 역량을 갖춘
현지 관리자가 배치되었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가 현지 주민과 어떻게 소통하
느냐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의 성패가 극명히 갈릴 수 있다. 자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지향성,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민주성, 사업팀과 마을 정치체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연계성, 사업의 위험요인
을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적응성 등이 시행주체로서 우리 측 수행
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이러한 덕목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발 관련 전문
지식뿐 아니라 현지 지식과 현지어 소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사업 선정 및 연속 여부 평가 시 이러한 역량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포함하여 적
절한 현지 사업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개발협력 발
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현지 인재 육성 성과를
개발협력사업의 평가지표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의 사업단이 떠난 뒤
에도 그 업적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이들이 바로 현지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 기간에 한정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상의 장
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 계획이 개별 사업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지
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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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1. 연구 목적
동남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이 집중되고 있기에 정
책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
에서 풍부한 사례의 보고이기도 하다. 국가마다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인구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에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은
농업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빈곤 문제를 비롯하여 도시화와 산업
화가 진전됨에 따라 초래된 불균등한 지역 발전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
과도 직결된다.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 국가의 농업 관련 개발 수
요뿐 아니라 국가발전전략에도 부합하게 그 내용과 추진전략이 수립되어야 하
는 이유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행된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주요 성과를 확인하고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국제기구나 선발국들
에 비해 적은 자금으로 단기간 시행되는 한계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업분
야 국제개발협력에서 성공을 논하기란 여전히 조심스럽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전략과 지혜를 동원하여 나름의 성취
를 거두고 새로운 가치를 실현코자 한 사업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특
히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사업의 건수가 많은 마을 개발협력사업들 가운데서 발
견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동남아 지역연구자들로서 현지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조사연구를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동남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에서 성공의 이야기를 다룬 연구는 희소
하고 그 요인을 현지 맥락에 비추어 설명한 현장 지향적 연구는 더욱 희소하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에서 중시해야 한다고 언급되어온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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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였다. 동남아 사례연구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규모
는 작지만 가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더 중시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인지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입안과 추진
및 평가 측면의 정책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개
발협력 분야에서 사업 평가가 도입되고 기준이 마련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며, 따라서 평가 지표의 개발과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개
발협력사업이 추진된 현지사회의 맥락에 비추어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평가지표의 개선과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협력사업의 개선은 실천적 차원에서 사업 자체의 정교화는 물론 현지사
업 참여자들의 수혜를 증대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전체 고
용에서 농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농업 발전은 국가
적 수준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농촌
개발협력사업의 성공적 수행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
인 ‘사람 중심성’을 구현하기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의 성과도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 실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자금
의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는 여섯 개 국가의 사업을 검토한다. 2010년대에 투입
된 지원액 규모 순으로 열거해 보면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가 본 연구의 대상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
대상국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된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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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을 개관하는 수준을 넘어 각국 사업들 가운데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은 지역
사회(community) 단위 사업 사례를 선정하여 현지 맥락에 대한 이해에 기초
한 성공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지역사회 단위로까지 내려가는 비교연구의 효
과적 출범을 위해 본 연구는 최대상이체계비교분석디자인 접근법을 취하였
다.1) 이는 국가별 차별성에 지나치게 제한받지 않으면서 국가 하위단위에 관한
광범위한 비교연구를 원활하게 만드는 분석틀로, 사례 간에 특별히 차별적인
결과가 발견되었을 때에 한하여 체계(system) 변수를 2차적으로 고려하는 방
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단위의 하위체계(sub-system)와 행위자(agency) 변
수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가설 설정과 초동 조사가 가능하다.
사례 선정에 앞서 본 연구진은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검토하
였다.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들이 주로 마을 단위 사업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그것의 상향적 시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도
동남아시아 중점협력 대상 6개국에서 시행된 마을 단위 사업 사례를 선정하였
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 관련 연구가 새마을운동의 적용에 주력
하고 있고, 이에 관한 선행연구 또한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두
개의 새마을운동사업―베트남과 캄보디아―을 사례로 포함시켰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가 ‘마을’이라는 하나의 행정
단위로 제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새마을운동사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
례가 마을 단위로 추진된 사업이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는 한 개의 마
을이 아닌 여러 마을에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된 사업이고, 그 성과 및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또한 여러 마을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는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삶과 사회적 관계가 행정단위로서의 마
을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상의 범위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마을’ 대신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
발협력사업이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1) 애덤 셰보르스키, 헨리 튜니(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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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가 ‘커뮤니티(community)’에 상
응하는 것으로 사용되긴 하였으나, 통상 그 번역어로서 사용되는 ‘공동체’라는
말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음을 언급해두고 싶다. 일반
적으로 ‘공동체’라는 말이 내부적으로 균열이 없고 조화로운 사회관계의 단위
를 가정하는 경향이 있어 이와 구별코자 한 것이다. 이러한 용어 선택을 통해
본 연구는 그 외연이 행정구역상의 마을과는 일치하지는 않는 사회집단, 즉 여
성과 소수종족집단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와 베트남, 라오스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이 중시되고
사업 건수도 많으며 참여주체도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의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참여한 사업들을 사례에 포함시켰다. [표 1-1]의 사례 개관을 보면,
캄보디아의 경우만 순수한 정부 추진 사업이고 그 밖에는 모두 민간이 참여한
협력 사업이다.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학
이, 미얀마와 필리핀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라오스에서는 학술단체가 시행주
체로 참여한 개발협력 사례를 선정하였다.

표 1-1. 연구 대상 개발협력사업 사례 유형 분류

아울러 본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전략 목표―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포용적 농촌개발, 기후변화 대응―에 상응하여 사례들을 균형 있

제1장 서론 • 25

게 편성하되, 각 유형 안에서 비교연구의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베트남과 라오
스 사례는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 가치사슬 개선과 적정기술 활용을 목표 달성 방법으로 적용한 사
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사례는 포용적 농촌개발사
업에 해당한다. 캄보디아 사례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새마
을운동사업 모델을 적용한 사례이며, 인도네시아 사례도 이와 유사하나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마을기업 경영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에 더 주력한 사업이
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 필리핀과 미얀마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사례 모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예에 해당하나, 필리핀의
경우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적 농업시스템 구축에 주력한 반면 미얀마의 경우
산림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성공의 요인을 가설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 KOICA의 농촌개발 분야 표준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례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요인에
관한 점검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모아낸 성공요인 점검목록의 항
목은 22개에 달했으며, 그 세부 내용은 제2장 3절에서 [표 2-5]로 제시하였다.
성공요인 점검목록은 크게 네 개의 범주―상황 진단과 전략 구성,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참여의 다변화와 제도화,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로 분류하였으
며, 각각의 범주는 하위 범주로 세분되어 있다. 포괄적으로 구성된 4분야 22개
점검 목록을 참여 연구진이 각자 분담한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
다. 결과는 비교의 기본 법칙처럼 일치와 차이를 모두 보여준다. 각 사례들에서
확인된 공통점과 차이는 결론의 [표 6-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수집 방법도 국가 수준의 데이터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단위 개발 프
로젝트 자료를 살펴보는 방법을 택하였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 본 연구진은 6
개국 사례의 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험
과 해석을 심도 있게 고찰하는 ‘현장밀착형 사례연구’로 방법론을 특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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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이는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현지조사를
거쳐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경우가 드물어 맥락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보완코자 한 시도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 계획은 실현
되지 못하였다. 비상 상황에서 대안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했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첫째는 국내 자료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 연구진은 선
정한 사업 사례의 한국 측 수행 주체들의 평가 자료와 의견을 수집하고 검토하
였다. 한국 측 사업 담당자들을 인터뷰하고 사업종료보고서 및 사후평가보고서
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였다. 사업 수행자가 사업의 성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따라서 그들의 진술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포함되어 경청되어야 한
다는 인식에 기초한 접근법이다.
둘째는 온라인 또는 대리 현지조사의 수행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현지
조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연구진은 조사 역량이 있는 현지인 조사자를
통해 사업이 추진된 현장의 모습과 주민들의 의견, 사업 종료 후의 변화 등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대리 조사자에게 질문지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조사자와 화상회의와 이메일을 통해 질문항목과 조사 방법을 협의하
였으며,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밟았다. 직접 현지조
사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여러 모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현지인을
조사자로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 현지조사 기간이 짧을 경
우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솔직한 의견을 듣지 못하곤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대리 조사자 역시 외부인이기는 마찬가지이
나 공여기관 관계자와 같은 범주로 여겨질 수 있는 외국인 연구자들을 대하는
것보다 심리적 거리감은 한결 덜했으리라 본다.
동남아 각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간 이동에 제한되어 대리 조사를 수
행할 형편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화상과 이메일로 현지인 사업
참여자들을 인터뷰하였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연구자들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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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속은 더 할 수 없이 불편하고 위협적이기까지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팬데
믹 시대 해외지역연구의 방법론적 ‘뉴노멀’을 실험하였다.

3. 연구 구성
본 연구는 도입, 사례연구, 결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연구의 목적과 방
법에 관해 서술한 서론(1장)과 함께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 전반에 관한 배경을
다룬 도입부로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동남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간단히 소개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업 평가 기준을 검토하며, 이를 종
합하여 연구 가설을 도출하였다. 본론에 해당하는 3장부터 5장까지 세 개의 장
은 사업 사례연구에 할애하였다. 우리가 선정한 6개국 사례는 우리 정부의 농
업분야 개발협력의 전략 목표를 반영하여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베트남,
라오스) △포용적 개발(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대응(필리핀, 미얀
마) 3개 영역으로 편성하였다. 각 사례는 개관, 주요 성과, 성공의 요인 순으로
서술되고 분석되었다. 이때 본 연구진은 성공의 측면뿐만 아니라 한계와 과제
에 관한 측면도 균형 있게 서술하기로 하였다. 모든 성공은 잠정적이고 상대적
일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공은 한계와 과제를 스스로 설정한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즉 성공은 부정될 수 있을 때 진정한 성공이라는 비판적 관점에 입각하
였다. 끝으로 결론인 6장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발견된 바를 사례별, 지표별
로 비교 요약하고, 이를 기반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 후속연
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의 각 부분은 연구진 전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집필하였다. 서론과 결
론은 전제성과 김희숙이,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관련 선행
연구 검토는 김현경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는 김다혜
가, 성공요인 점검목록은 정법모와 김희숙이 연구진의 의견을 절충하여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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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국가별 사례연구 집필은 각 지역전문가들에게 맡겨졌다. 베트남 사례는
백용훈, 캄보디아 사례는 정연식, 인도네시아 사례는 박희철, 미얀마 사례는 김
희숙, 라오스와 필리핀 사례는 정법모가 집필하였다. 그렇지만 공동연구 과정
에서 연구진이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였으며, 최종본도 함께 검토 수정하는 과
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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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우리나라 농업분야 동남아 개발협력
동향
2. 동남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선행연구
검토
3.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평가기준과
성공요인 검토

1. 우리나라 농업분야 동남아 개발협력 동향
동남아시아는 전체 고용 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4.9%로 높
은 지역이다. 단순히 농업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체 GDP에서 농업 생산액
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시 21.4%로 높은 편인데, 이에 반해 생산성은 낮고 생산
기반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2)
동남아시아 농업분야의 이러한 상대적 저개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1990년대 초 이래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통해 농업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농촌공동체 개
발, 교육훈련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2006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농
촌진흥청 또한 자체사업을 통해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고 전문농업 인력을 파견
하는 등의 상호협력사업을 수행 중이다. 산림청 역시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
하여 농업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3)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농업 개발협력의 주요 대상 지역이다. 2010~18
년간 우리나라의 아시아 지역 농림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지원 총액 약 2억 7,800만 달러 중 동남아시아 지
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
국, 베트남―에 대한 지원액 비율은 82.2%(2억 2,900만 달러)에 달한다. 수산
관련 지원액을 제외한 농업분야 ODA 지원 총액은 약 2억 1,100만 달러로, 전
체 총액의 75.7%에 이르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2-1 참고).4)

2) 김태윤(2013).
3) 서종혁(2011).
4) KOICA 통계조회서비스(http://stat.koica.go.kr, 검색일: 2020.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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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동남아 6개국 사업유형별 지원액(2010~18)
(단위: 달러)

유형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계

프로젝트

2,588,705

3,099,195

20,149,409

26,621,554

56,795,234

23,239,496

109,254,097

2,274,179

-

-

13,882,535

966,996

-

17,123,710

3,572,190

1,416,920

2,493,176

3,411,600

7,004,286

5,976,020

17,898,172

2,077,162

840,966

2,288,833

2,244,393

1,682,123

1,176,342

9,133,477

2,880,162

648,878

1,188,321

2,638,046

4,595,941

1,999,868

11,951,348

8,435,074

4,516,115

22,642,585

43,915,689

64,766,516

29,215,516

144,275,979

개발
컨설팅
봉사단
연수생
초청사업
민관
협력사업
계

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http://stat.koica.go.kr, 검색일: 2020. 7. 25).

동남아시아 중점협력대상 6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
리핀, 미얀마―은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을 통한 농업 발전과 빈곤 완화가 크
게 기대되는 국가들로서, 농촌지역 주민의 빈곤 감소, 중소 농기업체 육성, 농
식품 가치사슬에의 소농 참여 확대 등을 목표로 한 다양한 형태의 농업·농촌 개
발협력 전략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5) 지원액에서도 약 2억 600만 달러가
투입되고 있어 아시아 지역 지원 총액의 75%, 동남아시아 지역 지원 총액에서
는 97%를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 중점협력대상 6개국에 대한 연구는 동남아시
아 지역의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과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5) 허장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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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동남아 6개국 농업분야 사업유형별 현황(2010~18)
(단위: 사업 건수)

유형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계

프로젝트

3

3

5

10

9

2

30

개발컨설팅

2

-

-

42

1

-

45

봉사단

5

5

4

4

5

4

23

67

32

60

57

48

43

264

13

4

5

10

16

8

48

10

8

9

56

15

6

98

연수생
초청사업
민관
협력사업
계

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검색일: 2020. 7. 25).

[표 2-2]는 동남아 6개국의 농업개발협력을 사업유형별 현황을 정리한 것이
다. 사업유형 건수 및 총계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표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력대상국의 개발수요와 국가발전전략을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업유형별로는 연수생 초청사업 건수가 가장 많았다. 연수생 초청사업은 협
력대상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기술자, 연구원, 정책결정자 및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개발협력 대상국가 사업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가 사업 추진과 성과
관리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이 유형의 사업 비중을 통해 확인
된다.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인 파트너
십을 구축하여 민간의 인적자원, 지적 자산, 기술, 사업역량, 재원을 개발협력
에 활용하는 민관협력사업이 그 뒤를 이었다. 프로젝트 사업과 봉사단, 개발컨
설팅 사업의 경우 국가마다 지원 건수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연수생 초청
사업 및 봉사단 파견 사업에 비해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그리고 민관협력사업
은 건수 대비 지원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ODA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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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한 개선과제 도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
은 사업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 개발협력 동향, 그리고 농업분야에서의 개발협력 동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ODA 중점협력국인 6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향 및 국
가별 개발전략에 관한 내용들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참조하고 있다. 제1차 국가협력전략(2012~2016)
에 따른 사업별 성과와 협력대상국의 개발 현황 및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분석
을 담고 있는 국가협력전략은 협력대상국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중점협력 분
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조일치 원칙에 입각한 우리의 개발협력사업의
추진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2차 국가협력전략(2016~2020)에 따
른 동남아 6개국에 대한 농업분야 개발협력 지원방안은 [표 2-3]과 같다.

표 2-3. 국가별 농업관련 중점협력 분야
국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지원방안
▸농민 소득 증대, 농업 가치사슬 확보 등 종합적 농업 개발사업 지원
▸종합적 지역개발정책 및 실행 방안 마련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노하우 공유 및 전문성 구축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촌지역 종합개발
▸농촌개발 모델 추진, 농업기술 역량 강화 통한 소득 증대
▸농업생산성 증대 위한 농업 인프라 구축

미얀마

▸농업가치사슬 강화, 농산물 수출확대 기반마련
▸농민의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 신용접근 확대, 생활환경 개선
▸농업생산성 향상

필리핀

▸농업가치사슬 강화 및 농업유통체계 역량 강화
▸댐 건설 지원 통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기후변화 및 재난위험에 대한 농민의 이해도 제고 및 대비 능력 강화

베트남

▸농촌종합개발 새마을사업 ‘행복프로그램’ 추진

자료: 국무조정실(2016a, 2016b, 2016c, 2016d, 2016e, 2016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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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동남아 6개국의 개발수요를 반영한 중점
협력 사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및 농업기술 전수, 가치사슬
및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소득 증대, 그리고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이 주를 이룬
다. 그중에서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앞의 두 요소를 모두 포괄하면서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종합적 농촌개발사업으로서 추진
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기본 모델로서 거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된 사업 유형이기도 한데, 적은 비용
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있는 마을 단위의 시범사업이 주를 이
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동향을 고려하여 동남아 6개국의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사업이 시행된 현지 국가의 맥락에 비추어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동남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선행연구 검토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서 농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동남아시아
의 농업에 관해 다룬 연구를 보아도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연구보다는 농업 생
산구조와 시장, 수출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필리핀 농업에 관한
연구를 보면 쌀 시장에 관한 연구가 많고,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비롯한 다른 국
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요 작물의 생산과 시장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가 주를 이루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련한 연구 성과를 분류·
분석한 김동훈과 허장의 연구는 관련 연구동향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
하다. 이 연구의 전체 분석대상 문헌 146건 가운데 농촌공동체 개발(새마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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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포함) 관련 연구가 59건, 농업·농촌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가
28건, 일반현황에 관한 연구가 19건으로,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중에서도 새마을운동사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저자들은 민관
협력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하여 공공부문 주도의 개발협력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 재원 및 협력형
태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가치사슬 관련 유통, 마케팅,
무역 등의 경제적 행위에 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하며, 새마을운동 관련 연구들
의 경우 농업 및 농촌 관련 학문 분야뿐 아니라 지역개발학 분야에서도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농업기술과 생산성 제고, 수확후 부가가치 등과
관련한 농업분야 전문가에 의한 연구 성과는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회 인프라 및 의식개발 차원에 대한 관심과 함께 농업경제 인프라에 대한 개
발협력 연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6) 2020년을 기준
으로 기존 연구들을 살펴봤을 때도 농촌공동체사업에 관한 사례연구 비중이 여
전히 높고, 그 가운데서도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경향은 여전
하다.
농촌개발사업 사례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사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5대 평가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상 마을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한 연구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고, 대개 사업종료보고서나
사후평가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 주를 이
룬다. 많은 연구들이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당시 설
정한 사업목표 달성도로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 분석하였으며, 주요 평가 대상

6) 김동훈, 허장(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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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목표 항목들은 인프라 구축, 생산성 증대, 수익사업을 통한 소득 증대, 그
리고 수혜 집단 내부의 거버넌스 형성 등이었다.7) 요인 분석 방법과 관련해서
는 가치사슬, 사회자본과 같이 연구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자체
적으로 제시하거나 사업 특성이나 연구 주제에 따른 평가 매트릭스를 통해 사
업 평가 및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농촌개발사업 평가에 있어서 사업
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노력들이 학술연구들을 통해 전개되고 있음을 의
미한다.
농업분야 개발협력 사례의 성과와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홍승길 외
의 연구는 필리핀의 벼 종자 생산 및 보급 시범마을 효과 분석을 무작위 평가
(randomized evaluation) 방식으로 진행하였다.8) 무작위 평가는 프로그램
수혜집단과 비수혜 집단을 비교분석하여 프로그램으로 인해 파생된 성과를 정
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 중 하나이다. 시범마을로 선정된 마을들의
경우 생산량, 농가소득의 증대, 참여자들의 만족도,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유의
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았다. 무작위 평가의 경우 과학적인 측정방법으로 개
발협력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주된 평가 시
스템으로 활용되어 왔다. 개발협력사업을 통한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평균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법의 장점으로 꼽힌
다. 그러나 이 방법은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와 같은 변수들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 또한 갖는다.9)
새마을운동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성공요인 분석이 이루어졌다.10)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은 주로 주민 참여, 주민역량,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의
축적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새마을운동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특
히 새마을운동사업은 자조 및 자립의 달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까닭에 이
7) 김성규(2016); 송양훈 외(2014, 2019a, 2019b); 김선호(2019); 조계수(2019).
8) 홍승길 외(2020).
9) 김태윤 외(2016).
10) 소진광(2007), 지성태(2013), 박석희 외(2016), 이일권(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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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연구에서는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를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서 강조한다.
이들의 연구는 정부주도의 하향식(top-down) 개발방식보다는 주민들의 주체
적 참여와 자율성이 뒷받침된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이 효과성을 높이
며, 현지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주민들
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평적인 거버넌스 등이 신뢰와 유대감을 높여 사회적 자
본이 축적되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였다.
사업 대상지 선정의 타당성을 중요한 성공요인으로서 강조한 연구들도 있
다. 사업 선정 시 정확하고 다면적인 사전 정보 파악의 중요성,11) 대상 지역 여
건에 적합한 사업 내용 구성,12)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세부사업 구성,13)
참여주체들이 가지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현지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내용의 사업 개발의 중요성14) 등 사전에 얼마나 현지의 사
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사업 선정이 이루어졌는지가 사업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확인된다.
원조일치는 협력국의 주인의식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서 고려되
고 있으며,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5대 원칙 중 하나로 채택된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은 협력국의 국가발전전략 및 계획을 반영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 및 실행 방법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주체의 성격이다. 2011년 부산선언을 계기
로 민관협력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장려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에서도 민간부문의 참여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따라서 참여 주체에 관해 분
석한 연구들로부터도 성공요인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진흥청에서 수행해온 6개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을 평가한
11) 김성규(2016).
12) 조계수(2019).
13) 송양훈 외(2014).
14) 박석희 외(2016); 윤성수, 박진선(2018).

제2장 선행연구의 동향과 평가 기준 검토 • 39

박석희와 오경석의 연구에서는 협력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
업을 공동으로 수행했던 점이 개발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가장 중
요한 요인이었다고 꼽았다. 또한 세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역량과 적재적
소의 전문가 참여,15) 참여 주체의 지속적인 관리 노력의 중요성 및 실행 기관
과 마을 주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16) 민관협력17) 등 참여 주체
별 파트너십도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꼽았다.18) 따라서 참여주체의 특성을 고
려한 성공요인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 기반을 조성하거나 지역사회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업이
주를 이루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주민 참여, 협동의식, 주인의식 함양 등 마을의 수용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승원·심성희의 연구는 KOICA와 미얀마 농축산관계부
가 2014년 5년간 시행한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대상 100개 마을을 주
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성 간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는
데, 양자 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19)
주민 참여를 계량화하는 양적 연구로서 상관관계만을 밝혔을 뿐 인과관계 분석
은 과제로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밝힌 연
구로서는 참조할 만하다.
기후변화 대응역량과 같은 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기는
하나 환경적 가치와 관련된 사업들이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
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20) 갈수록 심각해져가
는 기후변화가 농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점이 경험적 사실로 드러나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미래지향적 농업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사업의 중요성
15) 송양훈 외(2019).
16) 최지현(2019).
17) 허장 외(2014); 김선호(2019).
18) 박석희, 오경석(2019).
19) 이승원, 심성희(2020).
20) 대표적으로 이승지, 윤순진(2019)의 연구 참고.

40 •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 중심으로

은 매우 크다. 아직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업 비중이 적
긴 하나 향후 농업분야 개발협력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문이라고 판단하
여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개발협력사업 사례 또한 연구 대상으로
추가하여 성과와 성공요인,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한계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업대상지 선정의 타당성과 마을의 수용성 역시 선행연구들에서 반복적으
로, 또는 자주 언급되는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더불어 사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현지 수요 파악의 중요성과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업 계획 수립 등과 같은
요소들도 마을 선정의 타당성과 마을 수용성과 연결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단위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성공요인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기존의 학술연구들과 더불어 오랫동안
농업분야 개발협력에 일해 온 전문가나 현장의 활동가 역시 마을 주민들의 참
여, 상향식 사업 방식을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한다. 한국의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경우 단기·단발성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책적
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업자금을 받아 하향식(top-down)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런 단발성 사업으로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데, 대신 그 성과가
검증된 사업 모델의 성공기법을 적용한 시범 사업이 주효할 수 있다는 게 국제
개발협력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농업개발협력사업
에서 성과를 본 기존의 사업들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사업이 이
루어지는 상향식의 지역사회 주도 개발(community driven development)
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당 전문가는 덧붙인다.21) 또한 캄
보디아와 라오스 현장 활동가 역시 농업개발협력사업이 외부의 시스템을 지역
에 개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21)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유기희 교수 인터뷰 내용(Zoom 화상회의,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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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개발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이해가
바탕이 되었을 때라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농촌개발에서 성공을 좌우하
는 요소나 가치로 주민 참여적 사업 진행을 꼽기도 했다.22)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무엇이 성공요인인
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분
석 결과로 제시하고 있고, ‘그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과
정을 통해 성공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었는가’와 같은 맥락적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는 드물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바뚜사리 마을의 새마을사업에 관한 하
재훈과 오유석의 연구는 1년 6개월간의 현지조사를 통해 새마을사업의 전개
과정에서 마을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그것이 현지 사회와 사업 성
과에 어떤 요인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면서 인과관계에 대한 맥락적인 논의를 이
루고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23) 마을 리더십 이외의 요인들에 대한 논의
와 비교사례연구는 연구자 역시 후속 연구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사례로부터도 성공요인을 탐색하는 우회적 방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주력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새마을
운동사업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성과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는 탓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나 실패 경험에 관한 분석
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연구가 인류학적 현지조
사를 통해 미얀마 새마을운동 ODA 사업의 추진과정을 분석한 김희숙의 연구
다.24) 그의 연구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사업이 추진된 시범 마을들의 내부는 막
연히 이상적인 것으로 상상되곤 하는 공동체와는 거리가 멀다. 마을 구성원들
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 마을 내의 미시정
치구조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편의성을 추구하여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그의 연구는 생생히 보여준다. 주민 참여를
22) 원더스인터내셔널 이성범 대표 인터뷰 내용(Zoom 화상회의, 2020. 10. 8).
23) 하재훈, 오유석(2012).
24) 김희숙(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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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한다는 명목으로 공여국 측 시행주체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주민조직이 갈
등을 야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의 마을 내 사회관계도 자체로 평등하고 조
화로운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다. 이 연구를 통
해 드러난 참여의 형식과 실천의 괴리 문제는 선행연구들에서 가장 중요한 성
공요인 중 하나로 꼽는 주민 참여에 관한 세부지표들을 마련하고 사례들을 분
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은정의 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주민 참여의 내실화와 지역지식(local knowledge)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주민 참여에 관한 지표들을 마련하는 데 참조할 만하다.25)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정부기관 외에도 민간기업과 대학,
학술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된 사업들로 사례연구를
구성함으로써 시행주체의 다양성이 개발협력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
인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개별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만 주력한 기존연구
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동남아 지역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의
현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된 현지의 맥락에 비추어
성공 가능성과 실패의 이유를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향후 개발협력사업의
설계와 실행과정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평가기준과 성공요인 검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들어 OECD DAC를 중심
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 파리에서 열린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 5대 원칙이 채택되었는데, 그중 하나로 결과 중심 원조
(managing for results)가 천명되면서 국가들의 ODA 수행에 있어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26) 특히 OECD
25) 이은정(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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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는 1991년, 평가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개발원조평가원칙(Principle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을 시작으로 2010년 평가 과
정 운영에 대한 지침 및 보고서인 개발평가품질기준(The Quality Standards
for Development Evaluation)을 발표하였다. OECD DAC는 평가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객관
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평가를 통해 개발협력 정책에서 제시한 바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
부와 개발목표의 적절성, 개발의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
한다. 평가는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협력 대상국과 공여국의 의
사결정 과정에 교훈을 제공해준다.27) OECD DAC의 평가에 대한 정의와 목
적, 평가의 기준은 DAC 회원국들의 원조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나
아가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의 평가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도 OECD DAC에 가입한 2010년 이래 국제 평가 표준에 맞는 ODA 평
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국무조정실에서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을
작성하였는데, 평가의 정의, 목적, 원칙, 종류 그리고 평가시스템 및 평가 기준
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다. 이 매뉴얼은 OECD DAC에서 정의한 평가 기준과
목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평가의 주요 목적을 환류를 통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개선과 개발협력사업 성과 측정 및 공개를 통한 책임성 확보에 있
다고 밝히고 있다. 즉 평가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적용함으로써, 국제개
발협력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결과와 영향력에 책임을
지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개
발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자체 지침을 만
들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표 2-4]는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5대 평가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26) 김지영 외(2018).
27) OECD DAC(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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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5대 평가기준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필요와 정책적 우선순위 및 우리 정부의 정책에
적절성

부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대상이 협력대상국의 관련 정책 및 우선개발

(Relevance)

순위, 우리 정부의 관련 정책 및 우선순위, SDGs 및 파리선언 등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공동 목표 및 전략을 반영하여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투입된 자원 대비 국제개발협력의 성과가 경제적 의미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타

효율성

났는가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투입자원 대비 성과가 클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판

(Efficiency)

단한다. 사업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목표가 계획된 시간 내에 달성되었는가, 다른 대
안들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는지 등이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 초기에 설정된 객관적 평

효과성

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이 초기에 수립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측정하여 평가

(Effectiveness) 한다. 사업완공시점에 실시하는 종료평가 시에는 산출물(output) 분석을, 사후평가
시에는 결과물(outcome) 분석을 통해 효과성 측정이 가능하다.
영향력
(Impact)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국제개발협력의 결과 직간접적으로 초래된 지역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변
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
과를 모두 포함한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종결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국
제개발협력사업이 향후에도 유지될 잠재성이 있는지, 사업의 긍정적 영향력이 지속적
일 것인지에 대한 평가이다.

자료: 국무조정실(2018).

국가협력전략상 중점협력분야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OECD DAC 평가기준
과 각 분야별로 마련되어 있는 정량적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사업
추진 당시 OECD DAC 5대 평가기준에 기초하여 설정한 정성적, 정량적 사업
목표 달성도를 기준으로 사업별 평가결과가 도출되고 그 내용이 국가협력전략
에 얼마나 부합한지에 대한 평가 또한 수행된다.28) 이렇게 수행된 사업의 적합
성 평가는 이후 국가협력전략이 수립되는 데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평가는 농업 개발협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표 2-4]에 제시된 5대 평가기준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 유형, 특성, 평가대상의 특징 등을 고려한 세부 평

28) 국무조정실(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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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문들을 각 평가기준별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29) 이에 따라 부처별로
사업유형에 맞는 평가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는데, 국제개발협력위원
회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KOICA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업무수행 길라
잡이 및 분야별 표준 성과지표 등이 그것이다.
농업분야 ODA 사업 평가에서도 OECD의 5대 평가기준을 적용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침이 마
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허장 외의 연구에서는 평
가기준을 세분화하여 평가를 위한 질문을 작성하고 질문별 자료수집 방법 등을
제시하는 평가 매트릭스 작성을 통해 사업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30)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환류를 통한 사업 개선 및 성과 측정, 책임성 확
보가 본래의 취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가 사업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즉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절차로 다분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성과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
과 지표 또한 모호하여 본연의 환류 효과에 충실치 못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임정빈 등은 결과기반 관리 및 평가 방법의 도입 필요
성을 제안하며 평가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기획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성
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31)
한편 KOICA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담론 동향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국가협력전략(CPS)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선정한 7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중기전략에 맞춰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야별 평가지표를
발표하였는데, 농촌개발사업들에 대한 평가지표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KOICA의 농촌개발 중기전략(2016~2020)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29) 국무조정실(2018).
30) 허장 외(2014).
31) 임정빈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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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농촌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자원 보존이다. 이 전략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주요사업 모듈을 제시하고 모듈 내에 각 사업 요소별 추진방식,
지표 개발, 지푯값 산출방법 등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즉
평가질문을 보다 체계화하고 계량화하여 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 성과지
표로 표현하게 한 것이다.32)
KOCIA의 분야별 표준 성과지표의 경우 KOICA의 중장기 전략에 맞춰서
진행된 사업들을 평가하는 데는 적합하나 다양한 기관 및 주체들이 진행한 모
든 사업을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점들이 있다.33) 무엇보다 이 지표는 정량
화가 가능한 지표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누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농업분야의 경우 작물, 가축 등의 생산
성 증대효과를 엄밀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농업의 생산성이 기후 변화 및 현지
상황 등에 따른 변동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34)
따라서 정량 분석과 더불어 농업분야 사업이 갖는 특수성과 개별 사업의 성격,
사업별 성과목표와 협력대상국 현지 맥락과 상황이 고려된 평가지표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연구 및 평가 지침 등을 종합해 보면, 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도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에 기초한 평가지침을 마련했지만,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 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시행
기관별 사업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개별 사업이 가지고 있는 성격 등이 매우 상
이했으며, 농업분야의 산출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데 평가 및 평가 지침에 관한 연구들
은 대체로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된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민간부문이
참여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지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소득 증대, 기술 향상, 지속성과 주
32) 박석희 외(2015).
33) 한국국제협력단(2016) 참고.
34) 임정빈 외(2012); 박석희, 정종원(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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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식이라는 일반 기준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마을의 수용성(주민 참여 및 협
동 증진)과 현지 인재 육성, 환경 및 생태적 가치에 대한 고려 여부와 그것의 지
속가능성을 성과 평가의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선행 평가 및 연구를 반영
하는 동시에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고 연구진의 가치를 투영한 것이다. 이를 바
탕으로 사업 목적별, 시행주체별(정부, 기업, 대학, 시민사회) 균형을 고려하여
사례를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위와 같은 기준을 근거로 성공 여부를 판
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주로 결과 및 성과로 드러나는 것을 기준선
과 비교하여 측정하여 판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사업
을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드러나는 지표가 왜
가능했는지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본 연구팀은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다섯
가지 평가기준 중 영향력이나 지속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이 있다
면, 그와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
이다.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설비, 인적·물적 자원 외에, 성
공적인 결과를 만든 사회·문화·환경적 맥락을 살펴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
다. 따라서 성공을 이룬 절대적 기준보다는 각 지역사회 맥락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높일 수 있었는지를 찾는 것이 연구팀의 공통된 관심이었다.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각종 평가지표와 선행연구들에서 도출해낸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들을 종합하여,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문연구
자들로서 연구진의 현지 경험을 토대로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성공요인 분석을 위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구성한 세부항목들은 [표
2-5]에 제시되어 있다. 일견 평가를 위한 지표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각종 평가지
표들 자체가 성공의 기준을 함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지표들이 곧 성공요
인일 수도 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앞
서 기존 평가지표의 한계로서 언급한 바의, 정량화가 불가능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이 목록을 구성하는 데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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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연구 대상 사례 성공요인 점검목록

적절한 상황 진단과
전략 구성

사업대상 선정의 적합성

실행인력과 전략의 적절성

생산기반 구축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생산의 조직화

시장 및 분배체계 개선

충실한 사전조사
적합한 참여주체 선정
적절한 실행인력 투입
구체적 목표와 전략 구성
안정적 재원 및 설비 확보
생산부지 및 토지 확보
생산자 조합 결성
생산기술 개선 및 품질관리
새로운 판로 개척
이윤의 분배체계 수립
기업의 참여

민간의 주동적 참여

대학과의 협력
시민사회의 참여

참여의 다변화와 제도화

주민 역량 배양

주민 참여의 제도화

성과 관리의 체계화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

주민대상 기술 및 리더십 교육
자발적 주민조직 결성
주민 참여 의사결정체계 확립
소외계층 및 취약집단의 참여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평가 반영
성과 관리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 구축
중앙 및 지방 정부와의 연계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유관 사업 및 국가 정책과의 연계
공여국 사회 및 국제사회와의 연계

자료: 국무조정실(2018).

[표 2-5]의 성공요인 점검목록은 총체적으로 포괄하고 사례별로 적용하되
사례별로 전체 요인이 모두 기능하지 않고 일부만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하는 열린 총체성을 지향하여 구성하였다. 선정된 국별 사업 사례들에 대한 분
석 결과 도출된 성공요인들은 이 표에서 제시한 지표들로 설명될 것인데, 각 지
표들의 포함 여부는 사업 사례마다 같지 않을 것이다. 가령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지표는 환경 보전과 친환경적 혼농임업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 사업보다
는 농식품 가치사슬 개선 사업과 같이 소득 증대를 핵심 성과목표로 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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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따라서 각 성공요인 지표들의 포함 여부는
개별 사업의 성격과 성과목표의 차이와 관련된 것이지 그 수의 많고 적음이 성
공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각각의 항목들이 어떠한 내용과 의미를 갖는지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적절한 상황 진단과 전략 수립’은 각 사례가 설정한 성과목표를 달
성할 수 있었던 배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협력대상국가의 농업발전전략에
부합하고 현지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때,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고 이를 실행할 인력이 적절히 투입될 때 긍정적인
성과가 산출될 것으로 보고 구성한 범주다. 이 범주의 지표들은 크게 ‘사업대상
선정의 적합성’, ‘실행인력과 전략의 적절성’으로 구성된다. 사업대상 선정 및
전략의 적합성은 다시 ‘충실한 사전조사’와 ‘적합한 참여주체 선정’이라는 하위
범주 지표들로 구성된다.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참여의 다변화와 제도화’는 둘 다 본 연구에서 다
룬 지역사회 단위 개발협력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요건이라 할 수 있는
‘주민 참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업 대상 지역 주민이 경제적, 사회적 성취라
는 보상이 있었을 때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결과 사업 성과 또한 지속
가능할 수 있었다는 가정을 토대로 범주화한 것이다. 이 범주의 성공요인은 다
시 ‘생산기반 구축’, ‘생산의 조직화’, ‘시장 및 분배체계 개선’으로 세분된다.
‘참여의 다변화와 제도화’는 협력대상국 양측 모두에서 참여가 포용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참여의 동기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사업 성과 또한
지속가능할 수 있으리라는 가설하에 범주화한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
한 사업들 가운데 민간부문의 참여가 어떠한 기여를 했으며, 주민 참여와 관련
해서도 기존 사업들에서 노정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졌는지가 이에 기초하여 설명될 것이다. 또한 주민 참여가 지속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주민 역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 교
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항목도 이 범주의 세부지표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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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은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여 후속사업
의 내용과 전략을 수립할 때 사업 성과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는
가설하에 구성한 범주다. 앞서 수행된 사업과 연속성을 갖고 후속사업을 추진
하는 것은 단기사업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업 종료 시점에서 사후관리 전략을 포함한 적절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사업 성과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종료 후 체계적인 성과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평가체계를 토대로 성취와
한계를 확인하여 후속사업을 설계했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고 보아 세부지표로 편성하였다. 한편 이미 공여국 사회 및 국제 공여기관들과
의 네트워킹이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사업 성과의 달성뿐만 아니라 종료 후 사
업 성과의 지속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이 범주의 성공요인으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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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닌투언성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
가. 사례 소개
1) 사업 배경 및 중요성
2019년 기준 베트남 총 GDP 가운데 농림어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3.96%다.35) 산업화와 현대화에 따라 도시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지
만 2019년 인구 중 약 63.4%는 여전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36) 2011~
2020 사회경제발전전략(SEDS: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11-2020)하에 베트남 정부는 현대화 및 산업화된 국가 건설을 강조하며 제
조업 부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왔지만 농업 부문의 중요성 역시 끊임없
이 강조해왔다.
베트남은 10년마다 「농업생산발전 마스터플랜(Master Plan for Agricultural
Production Development)｣을 수립한다. 2012년 마스터플랜은 2011~20년
및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작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2020년
까지 농림수산분야의 연평균 성장률은 4.3~4.7%, 농지 1ha당 생산액은 평균
7,000만 동(VND)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3.0~3.2%의 성장률,
4.0~4.3%의 생산액 증가율, 농지 1ha당 생산액 1억~1억 2,000만 동(VND)
등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37)
35) “Vietnam’s GDP growth in 2019 hits 7.02%: GSO”(2019. 12. 27), http://hanoitimes.vn/vietnamsgdp-growth-in-2019-hits-702-gso-300627.html(검색일: 2020. 10. 1).
36) World Bank 홈페이지, Rural population (% of total population) - Vietnam, https://data.world
bank.org/indicator/SP.RUR.TOTL.ZS?locations=VN(검색일: 2020. 10. 27).
37)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 “Quyết định 124/QĐ-TTg: phê duyệt Quy hoạch tổng thể phát triển sản
xuất ngành nông nghiệp đến năm 2020 và tầm nhìn đến 2030[결정 124/QD-TTg: 2020년
까지 농업 생산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2030년까지 비전 승인],” http://congbao.chinhphu.
vn/thuoc-tinh-van-ban-so-124-qd-ttg-14342(검색일: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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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농업부문 GDP 성장률 3% 달성을 목표
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농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재건 프로그램
(Agriculture Restructuring Program)」을 발표하였다. 세부 목표는 ① 농업
부문 평균 노동생산성 매년 3.5% 증가 ② 농업부문 종사인구비율 40% 이하 ③
전체 농업인의 22%를 대상으로 농업훈련 실시 ④ 농가 소득수준 1.8배 상승 ⑤
전체 면(commune)의 50% 이상 신농촌화 ⑥ 1만 5,000개의 농업협동조합 및
농민그룹 운영 ⑦ 축산부문 4.5~5% 성장률 달성 등이다.38)
2013년 베트남 총리는 「부가가치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 재구
조화(Agricultural Restructuring Towards Raising Added Valu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발표했다. 2011~15 기간에 농업 성장률
2.6~3.0%, 2016~20 기간에는 3.5~4.0% 달성이 주요 목표다.39) 무엇보다도
「신농촌개발 프로그램(National Targeted Program on New Rural
Development for 2010-2020, NTP-NRD)」이 전국의 9,001개 사(xa,
commune)급 행정 단위(한국의 면 단위에 해당)에서 국가 전략사업으로 실시
되고 있다. 신농촌개발사업은 ① 신농촌발전 계획 ② 사회경제 인프라 개발 ③
농촌경제개발 및 소득 증대 ④ 빈곤감소와 사회적 보호 ⑤ 생산조직의 개혁과
개발 ⑥ 교육과 훈련개발 ⑦ 의료보장 ⑧ 농촌문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⑨ 깨
끗한 식수와 농촌 환경 ⑩ 지방의 당과 정부체계 운영개선 ⑪ 농촌의 안전과 공
공질서 확립 등 총 19개 분야로 구분된다.40)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사회가 베트남에 지원한 ODA 총액은 364억
38) “Agriculture restructuring plan in 2017-2020 approved”(2017. 11. 30), http://hanoitimes.vn/
agriculture-restructuring-plan-in-2017-2020-approved-5977.html(검색일: 2020. 10. 14).
39)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 “Quyết định số 899/QĐ-TTg: Agricultural restructuring towards raising
added values,”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
class_id=2&_page=1&mode=detail&document_id=168000(검색일: 2020. 10. 5).
40)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 “800/QĐ-TTg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 Phê duyệt Chương trình mục tiêu
Quốc gia về xây dựng nông thôn mới giai đoạn 2010 – 2020[총리 결정 800/QD-TTg: 20102020 신농촌 건설에 대한 국가 목표 프로그램 승인],”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
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1&mode=detail&document_id=95073&category_
id=0(검색일: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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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만 달러다. 이 중 무상원조는 68억 428만 달러가 지원되어 전체 ODA
중 18.7%를 차지하였고, 유상원조는 295억 805만 달러가 지원되어 81%를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림수산 분야에 지원된 ODA 규모는 2017
년 기준 4억 4,170만 달러로 전년대비 99.7% 증가하였다. 농림수산 분야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79.6%로 나타났다. 2017년 베트남에 ODA 지원
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일본(8억 4,896만 달러), 독일(2억 8,542만 달러), 그
리고 한국(1억 9,545만 달러) 순이었다. 베트남의 무상원조 수원규모를 기준
으로 한국은 1위를 기록하였다.41)
2010~17년 한국이 베트남에 지원한 ODA 규모는 총 21억 9,354만 달러다
(표 3-1 참고). 한국의 농림수산 분야 ODA 지원은 대부분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표 3-2 참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대베트남 ODA 사업
은 총 102건이 진행되었고,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로젝트 11건,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25건, 기타 기술협력 37건,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2건,
국제기구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지원 6건, 국내·국제 NGO에 대한 지원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 1건이다. 농업부문의 세부지원 분야는 농업관련
교육·훈련 24건, 농업개발 22건, 농촌개발 12건, 축산 9건, 농업정책 및 행정
관리 6건 순이다.42)

표 3-1. 한국의 대베트남 ODA 지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332.6

220.5

295.3

275.2

230.5

444.7

199.2

195.5 2,193.5

무상

25.7

25.8

22.2

50.6

107.6

69.5

64.5

유상

206.8

194.7

273.1

224.7

123.0

375.2

134.8

33.5

합계

399.4

162.0 1,694.3

자료: 허장 외(2019), p. 165 재인용.

41) 허장 외(2019), p. 3, p. 165.
42) 허장 외(2019),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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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국의 대베트남 농림수산 분야 ODA 지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전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32.6

220.5

295.3

275.2

230.5

444.7

199.2

195.5

농림수산업

1.0

1.9

2.1

2.8

29.0

5.4

3.4

4.3

농업

1.0

1.7

2.1

2.8

28.9

5.3

3.4

4.3

임업

-

0.1

0.01

-

-

-

-

-

수산

0.014

0.155

-

-

0.089

0.102

0.072

0.102

전체 ODA 중
농림수산 비중

0.3%

0.9%

0.7%

1.0%

12.6%

1.2%

1.7%

2.2%

자료: 허장 외(2019), p. 165 재인용.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예산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체계화되었지만 성공 사
례가 저조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에서의 ODA 사
업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노하우와 자원, 그리고 네트워크를 강화하
여 ODA에 활용하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4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의 생
산역량 강화, 유통시설 지원, 계약재배 추진 등 가치사슬 개발을 지원하는 세부
사업에 초점을 두고 관련 협력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다.44)
반면 KOICA의 기존 농업분야 사업은 하드웨어적 사업 비중이 높고, 생산,
유통, 가공 등 개별 단계에만 집중하는 단편적 사업의 비중이 높으며, 농촌개발
사업과 가치사슬 지원사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받아왔다.45)
KOICA는 성 단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방식의 농촌개발 프로젝트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내 소득 증대를 비롯한 종합적인 세부사업들을 민
관협력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2절 국가별 동향 참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KOICA의 대베트남 민관협력사업은 총 7건
이 진행되었고 프로젝트, 봉사단, 연수생초청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중 민관
협력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9%다. 7개 사업 가운데 본 연구의 사례에 해
43) 「농림업 ODA의 새로운 방향 제언」(2018. 8. 30).
44) 허장 외(2019), p. 6.
45) 곽재성 외(201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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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이
사업의 특징은 가치사슬 내 일부 공정이 아닌 농자재투입에서부터 생산, 1차
가공, 교역과 물류, 가공, 마케팅, 그리고 판매(국내 및 수출) 등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 과정에 기업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농촌 자생력 강
화를 위한 새마을사업이 함께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과와 그 성공 요인
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소농의 소득 증대, 기술 지원 등 베트남의 가치사슬에
서 중요한 개입 지점을 발견해내거나 가치사슬을 보다 확장 혹은 발전시킬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고 베트남에 적합한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s)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민관협력방식의 ODA는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46) 하지만 민관협력에 관한 경험과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 사례의 성과와
성공 요인을 파악하는 작업은 다른 지방(혹은 국가) 대상 프로젝트의 수행에 일
정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3-3. 한국의 대베트남 민관협력사업 및 지원액(2010~18)
기관

사업명
베트남 빈증지역 양돈 교육 연수원 설립 및 운영
베트남 벤쩨성 빈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작물 지원사업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KOICA

지원액(달러)
180,413
76,441
108,945
1,108,253

베트남 라오까이성 생태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49,685

베트남 경제작물 지원을 통한 빈곤농가 소득 증대
(2015/총 149백만 원/KOICA 75백만 원)

80,744

베트남 친환경농업 및 유통망개선을 통한 빈곤농가 소득 증대사업
(2017-2019/1,015백만 원/월드비전)

259,047

대나무 생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대나무 칫솔 제조기술 개발
합계

136,340
1,999,868

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 분야별 국별 세부 중 농림수산 - 민관협력 분야 사업 정리, http://stat.koica.go.kr/ipm/os/
acms/realmRealmEacoDetailList.do?lang=ko(검색일: 2020. 12. 20).
46) 윤수재 외(2019),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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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소개
선정한 연구 대상 사례는 ｢베트남 닌투언성(Ninh Thuan Province)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2014~2017)｣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민간
기업(대기업)이 CSV 관점에서 처음으로 참여한 마을개발사업이다. 즉 CJ가 새
마을 ODA 사업에 참여해서 생산-가공-유통-판매의 농촌 가치사슬을 구축하
고 기술교육 및 판로 개척을 통해 농촌 빈곤층의 지속가능한 소득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해당한다.
민간기업(CJ)의 식품제조와 유통역량 그리고 공여기관(KOICA)의 빈곤층
생계 향상 지원 목표,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기술지원(관개시
설)이 더해져 기획 및 추진되었다. 예산 23억 3,200만 원 중에 KOICA와 CJ가
각각 11억 4,600만 원을, 그리고 K-Water가 4,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사업기간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약 3년, 실제 2017년 8월 종
료)이다. 대상 지역은 베트남 남중부 해안(South Central Coast) 지역에 위치
한 닌투언성(Ninh Thuan Province) 닌선현(Ninh Son District) 럼선사(Lam
Son Commune) 땀응언 2(Tam Ngan 2) 마을이다.
럼선사는 총 10개의 톤(thon, 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5개는 낀
족(Kinh 혹은 Viet(비엣), 저지대에 거주하는 다수종족) 마을이고 나머지 5개
는 다수의 소수종족이 거주하는 마을(Vom 1, Vom 2, Lap La, Tam Ngan 1,
Tam Ngan 2)이다. 이 중 본 연구의 사업대상 지역은 땀응언 2(Tam Ngan 2)
마을이며, 2019년 기준 총 289가구 가운데 223가구의 구성원이 소수종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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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의 개요
프로젝트명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사업대상지

닌투언성 닌선현 럼선사 땀응언 2 마을

사업기간

2014.5 – 2017.4 (3년)

예산

23억 3,200만 원

사업 목적

베트남 최빈 지역 농촌개발 및 지속가능한 소득 증진

주요 이해관계자

KOICA, CJ, 닌투언성, K-WATER

사업 활동

농업생산성 증대, CJ 고추작물 계약재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마을자치 역량 강화, 마을환경 개선

자료: 김수진 외(2016), pp. 51~52; 이효정(2018), p. 143 참고.

연구 대상 사업의 활동 내용은 농촌발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과 농
업소득 증대를 위한 가치사슬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자생력 강화를 위한 활동
으로는 마을 자치역량 강화, 유치원 개보수, 마을회관 리모델링, 초등학교 교육
환경 개선, 수도관 연결 등을 실시하였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활동은 영농 교
육, CJ 수요 작물, 고추 계약재배, 그리고 농기계 은행이나 소액금융 대출 등이다.

표 3-5.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의 활동 내용
구분

활동 내용
마을 자치역량 강화

마을 자치역량 강화
지역발전 기금 운용
유치원 개보수

농촌발전 자생력 강화
마을 생활환경 시범 개선

마을회관 리모델링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수도관 연결

농업 생산성 증대

영농교육 실시
관개수로 개선
고추 재배 모델 농가 육성

CJ 고추작물 계약재배

CJ 수요 작물(고추) 계약재배
CJ R&D 농장 운영

농업소득 증대

농기계 은행 운영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체계 구축

소액금융 대출 실시
공동작업장 설치
건조장 건립 및 운영

자료: 이효정(2018), p. 14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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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주요 성과
성공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 어떠한 성과가 나타났는가를 우선 파
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
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업의 목적은 베트남 최빈 지역 농촌개발 및
지속가능한 소득 증진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두 가지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다.
하나는 타 기관에서 실시한 종합평가 결과를 성공의 근거로 삼았다. 한국행
정연구원의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결과와,47) KOICA 내부 자료
를 토대로 한 이효정의 질적 분석 결과가 그것이다.48) 다른 하나는 대리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서 본 사업의 목적, 즉 농촌개발과 지속가능한 소득
증진이 달성되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1) 본 사례에 대한 타 기관의 평가
첫 번째 이유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베트남 ODA 사
업 종합평가 보고서는 OECD 평가기준, 즉 적절성(relevance),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재구
성하여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모형을 구축했고 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한 바 있다.49)
종합평가 모형의 평가 지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수행의 적절성, 사업
결과의 타당성, 그리고 기관수행체계의 적합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평
가지표를 4등급으로 설정하였다. 각 등급은 우수(91~100점), 양호(81~90점),
보통(71~80점), 미흡(70점 이하)으로 구성되어 있다.50) 본 연구사례의 사업은
47) 위의 책.
48) 이효정(2018).
49) 위의 책.
50) 사업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지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이다. 사업수행의 적절성의 평가지표
는 사업수행의 충실성과 사업 성과 달성의 난이도다. 사업결과의 타당성의 평가지표는 사업효과성 및
영향력 그리고 사업효과측정 및 도출과정의 합리성이다. 끝으로 기관수행체계의 적합성의 평가지표
는 기관 사업수행추진체계 및 업무지원의 적합성이다. 위의 책,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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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합결과에서 양호에 해당하며, 사업계획의 적절성은 우수, 사업수행의 적
절성은 양호, 사업결과의 타당성은 양호, 기관수행 체계의 적합성은 우수 평가
를 받았다.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구성요소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일정을 합리적으로 설
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기업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과 기업활동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
는 평가를 받았다. 단, 사업 성과는 달성하였으나 사업 이후 마을의 자체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표 3-6. 타 기관의 평가모형에 따른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평가
구분

평가

종합

양호

시사점
국별 전략 이행전략 중 민관협력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합리적 사

사업계획의 적절성

우수

업계획을 수립함, 민간기업과 협력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구성
요소를 적절하게 설정

사업수행의 적절성

양호

사업결과의 타당성

양호

기관수행 체계의
적합성

우수

계획대비 산출물 목표를 달성하고 상황변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함
사업 성과 달성 및 수원국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
민간기업이 개발협력에 참여하여 공유가치를 창출(CSV)하는 대표적
인 사업으로 개발과 기업활동을 연계한 점이 우수

자료: 윤수재 외(2019), pp. 202~203 참고.

한편 이효정(2018)은 사업 관련 KOICA 내부자료와 OECD/DAC에서 활용
하는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이 사업을 질적으로 평가하였다. 기업이 ODA 사업
에 참여하는 이유, CSR 활동의 구성과 운영 및 지속가능성, 수원국의 참여가
사업의 성과에 주목하여 농산물의 생산 단계에서 필요한 투입재(종자, 비료),
관개 시설, 상수도 시설 등의 인프라, 재배 기술 교육 및 훈련, 생산 활동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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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 금융 사업, 가공소 건립을 통한 판매 채널
확보 등 농업의 가치사슬 간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것이 사업 성공
의 가장 큰 요소라고 강조했다.51) 하지만 다양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연
구하는 데 있어서 수원국의 주도적인 참여는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표 3-7. 타 연구의 OECD DAC 5대 평가기준에 따른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평가
기준

평가

적절성
(Relevance)

베트남 국가 발전전략, 경제발전 계획, 농촌개발전략에 합치, SDGs 달성에 기여

효율성

제품 개발을 위해 가치사슬 전 단계에서 경제성 분석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제

(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
영향력
(Impact)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시되지 않음(기업의 영업 관련 보안 사항으로 정보접근성 어려움)
output 차원의 성과는 긍정적이나 outcome은 추후 관찰 후 평가 가능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경제적 성과 기대, 문해 교육,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문화적 영향은 긍정적임
CJ의 BOP 시장 진출 계획이 있음, 지방정부(닌투언성)가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참
여하였음. 공식적으로 사업이 종료되어 담당자들이 철수한 상태이지만, KOICA 중장
기 자문단 파견, CJ 베트남 사무소 담당 직원의 정기적 파견 등으로 관리되고 있음

자료: 이효정(2018), pp. 158~159 참고.

2)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지표: 빈곤층 감소
두 번째 이유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사례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요 목적은 농촌개발과 지속가능한 소득 증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의 여부는 사업 성공의 근거 및 징
표가 될 수 있다.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북부내륙 및 산악 권역(Northern midland and
mountainous region), 홍강델타 권역(Red river delta region), 북중부 및

51) 이효정(2018),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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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안 권역(Northern central and central coastal region), 중부(서부)
고원 권역(Central highland region), 남동부 권역(Southeast region), 메
콩델타 권역(Mekong river delta region), 이상 6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본
사업이 진행된 땀응언 2 마을은 베트남 북중부 및 중부해안 권역에 위치해 있
다. 농촌 인구 가운데 23.5%가 북중부 및 중부해안 권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총
6개 권역 가운데 북중부 및 중부해안 권역의 빈곤율은 8.0%로 산악지대에 해
당하는 두 권역, 즉 북부내륙 및 산악 권역(13.8%)과 중부고원 권역(9.1%) 다
음으로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52)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와 현지(대리)조사를 통해 수집한 행정기관 보고
서에 따르면 사업을 실시한 이후 빈곤층이 감소하고 차상위빈곤층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빈곤층은 2015년 33.1%에서 13.8%로, 그리고
가구 중 소수종족 가구의 빈곤층은 2015년 35.6%에서 2019년 16.6%로 감소
하였다. 반면 전체 가구 중 차상위빈곤층은 2015년 4.6%에서 2019년 26.3%
로, 그리고 이들 중 소수종족 가구의 차상위빈곤층은 동기간 중 3.7%에서
32.7%로 증가했다.
빈곤가구의 감소가 본 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
할 수 있지만, 본 사업을 시행한 땀응언 2 마을의 빈곤율은 베트남 전체 평균보
다 높았으며, 소수종족이 다수 거주하는 마을에서 농업 기술의 부족으로 생산
성이 낮아 소득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사업의 성공
근거로 충분히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업 지역 외에 인근 지역에서 2개 마
을이 추가로 참여를 희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의 긍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했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

52) EMERiCs, 베트남의 불균형 성장과 지역균형발전, http://sea.emerics.org/issueDetail.es?brdctsNo=
261039&mid=a10200000000&&search_option=ALL&search_keyword=%EB%B0%B1%EC%
9A%A9%ED%9B%88&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
=03&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1&pageCnt=10(검색일: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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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베트남 땀응언 2 마을의 빈곤가구 수 추이(2015~19)
(단위: 가구(인구) 수,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가구(인구) 수

260(1,170)

260(1,170)

289(1,269)

289(-)

289(-)

소수종족 가구(인구) 수

219(1,017)

223(1,040)

223(1,040)

223(-)

223(-)

가구(인구)수

86(440)

97(441)

86(380)

66(-)

40(-)

비중
(가구 기준)

33.1

37.3

29.8

22.8

13.8

가구(인구)수

78(-)

92(438)

80(363)

59(-)

37(-)

비중
(가구 기준)

35.6

41.3

35.9

26.5

16.6

가구(인구)수

12(53)

41(168)

53(231)

58(-)

76(-)

비중
(가구 기준)

4.6

15.8

18.3

20.1

26.3

가구(인구)수

8(-)

38(149)

52(227)

57(-)

73(-)

비중
(가구 기준)

3.7

17.0

23.3

25.6

32.7

빈
곤
층

차
상
위
빈
곤
층

전체

소수
종족

전체

소수
종족

자료: 럼선사(Xa Lam Son)(2020), “TỔNG HỢP KẾT QUẢ ĐIỀU TRA, RÀ SOÁT HỘ(CẬN) NGHÈO CUỐI NĂM
CẤP XÃ 2015-2019[2015-2019 연말 기준 사급 빈곤층 및 차상위 빈곤층 가구 조사 결과 종합]”(럼선사 내부자료,
2020. 8. 24 현지조사).

다. 성공요인
“무의식에서 자각을, 가난에서 더 나은 삶을, 저축하지 않다가 저축하는 습관을, 자녀들에
게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수입 이상의 것을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 인터뷰, 2020. 8. 23. 베트남 닌투언성 럼선사)

성공요인은 대리인 조사를 통한 현지 맥락적 연구를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
을 확인했다. 비록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연구자가 직접 베트남을 방문하여 현
장의 소리를 듣고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현지인 조사자가 수집한 자료를 통해
사업에 참여한 현지인과 마을 주민들의 말투, 감정, 생각, 현장의 상황 등을 이
해할 수 있었다. 8월 초 조사를 준비할 당시 베트남에서는 다낭(Da Nang)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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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 도
시로의 이동이 어려워 조사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되는 등 현지인을 통한 조사 역
시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바이러스가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된 후 해당 지방 인
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현지인 조사자는 본 연구자와 농촌 지역에서 함께 조사한 경험이 이미 두 차
례 있었고 약 8년의 기간 동안 농업 및 농촌 분야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토론하
고 교류해왔다. 연구가 진행되기 전까지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충분히 공유했
고 인터뷰 질문지를 네 차례 주고받으면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질문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자료 수집의 과정에서 현지인 조사자는
현장의 사진과 상황을 짤로(Zalo)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하면서 본 연구자와 소통했고 이 때문에 궁금한 점들은 즉시 질문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요 자료에 해당하는 인터뷰 내용의 경우 현지인 조사자는 인터뷰 당
일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본 연구자에게 전달했고, 궁금한 점은 당일 질문과 답
변을 통해 해소할 수 있었으며 해당 내용 중 더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내용
이 있을 경우 현지인 조사자가 현장에 머무르는 동안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추후 전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받아 현지인 조사자가 현지인과 상호
작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이를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다음 본문에 등장하는 정보제공자의 진술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 가운데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정리한 것이다.

1) 상황 진단과 전략 구성: 사전조사와 적절한 실행인력 투입
CJ는 KOICA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전에 닌투언성 정부와 MOU를 체결하
여(2013년 9월) 대상지역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CJ의 R&D 부서
인 식품연구소 전문가들은 2014년 5월에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현지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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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품종을 선발하는 실험과 현지 농민을 대상으로 재배 기술 교육 등을 시
행하였다.53)
고추 작물은 CJ그룹의 3대 작물 중 하나에 해당하며 베트남의 기후 및 지질
학적 조건을 고려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고추 외
에도 쌀, 녹두 등 다양한 작물을 시범 재배하여 농가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54) 그리고 베트남 중부 지방은 베트남 6개 권역 가운데 빈곤율이
세 번째로 높은 곳에 해당하며, 산악 지대(북부 내륙 및 산악 권역과 중부(서부)
고원 권역)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55) 고추라는 특정 농작물 재배를
위한 환경 및 토양 조건과 함께 중부 및 빈곤한 소수종족이 다수인 농촌마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끄호(K’Ho)족, 락러이(Rac Lay)족, 짬(Cham)족 등이 거주하고 있다.

그림 3-1. 땀응언 2 마을 소수종족 거주지

자료: 현지조사 대리인 직접 촬영(2020. 8. 24).

53) 이효정(2018), p. 145.
54) 위의 책, p. 147.
55)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6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빈곤율이 높은 곳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북부 내륙 및
산악(13.8%), 중부(서부) 고원(9.1%), 북중부 및 중부 해안(8.0%), 메콩델타(5.2%), 홍강델타(2.4%),
남동부(0.6%) 순이다(베트남 통계청 2019년 3월 자료 기준). 본 사업대상 지역은 북중부 및 중부 해안
권역에 위치해 있다.

제3장 지속가능한 생산 및 시장성 증대사업 사례 연구 • 67

베트남 지방의회의 행정체제는 3단계, 즉 제1급(성급, province), 제2급(현
급, district), 제3급(사급, commune)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인 기획투
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서 담당하던 투자프로젝트
승인 업무는 2006년 11월부터 지방정부에 위임되었고,56) 제1급 행정단위에
해당하는 58개 성과 5개 대도시는 일정 분야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하급 행정단위에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1급 행정단위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베트남은 각 행정단위마다 인민의회(지방 국회)와 인민위원회(지방의
행정부)가 있으며 한국과 달리 당서기장이 주석(인민위원장)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다. CJ는 베트남 행정체제의 특성과 지방행정의 위계 구조 등에 관한 맥락
을 잘 파악하고 사전조사 과정에서 사업대상 지역의 마을이 속해 있는 1급 행
정단위, 즉 닌투언성과 접촉하여 사전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본 사업은 대상 지역을 톤(thon, 村) 단위로 설정한 후 해당 지역
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사업대상 선정의 적합성에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하부의 공식 행정 단위는 사(xa,
commune)급이다. 사는 본래 자연촌락들로 존재하던 마을들이었는데, 1950
년대와 60년대의 집단화 정책에 의해서 하나의 행정촌락으로 만들어진 것이
다. 일반적으로 사 내에는 자연촌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톤, 업(ap)과 같은 주
거 단위가 존재한다.57)
베트남에는 ‘왕의 법도도 촌락의 관습을 넘지 못한다(Phép vua thua lệ
làng)’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촌락 단위의 공동체는 내부의 통합성을 기반으
56) KOTRA, 베트남 지방분산 정책 첫 시행,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
604/globalBbsDataHotClipView.do?hotClipType=&dataIdx=33960&column=&search=&
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
=&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7580&row=10&searchJB=&order
ByListType=list(검색일: 2020. 11. 20).
57) Bui Xuan Dinh(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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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은 서로 중첩된 자
원을 공유하면서 해당 자원을 교환하는 빈도 역시 높기 때문에 강한 유대 관계
와 상호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베트남 지역사회의
특성은 구성원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 그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사업은 현지에서 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여 사업
운영팀(PMO: 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을 구성했고 분야별로
사업을 수행했다. 개발협력 분야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선발했으며
마을 개발, 지역 주민 교육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CJ에서 파견된 농업기
술 전문가와 베트남 현지 KOICA 사무소, 베트남 CJ 법인 직원들이 상시 현장
을 관리하면서 운영되었다.58)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앞서 제시한 사업의 활동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농촌발전 자생력 강화와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구체적이고 유기적
으로 연계되어 있다. 단, 구체적인 전략 구성의 경우 사업종료 평가보고서를 확
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료의 한계상 판단하기 어렵다.

2)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농업생산 기반과 유통 체계 개선
본 사업이 진행된 땀응언 2 마을의 상급 행정단위인 럼선사(Lam Son
Commune)는 지역 농업을 구조 조정하여 생산을 재편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
고 있었다. 지역의 주요 작물은 쌀(수도작)인데, 2016년에 밀, 사탕수수, 두리
안(durian), 포멜로(pomelo), 망고스틴(mangosteen), 코코넛(coconut) 등
과수원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시키기 위한 방안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해당 지역사회에는 소수종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고 농지 면적은 컸지만

58) 이효정(2018),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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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지대에 거주하는 탓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새로운 농산
물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소득을 증진시키고 빈곤층 가구를 5% 이하로 감
소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다. 소수종족 지원에 관한 정부의 결정이
실행되고 있지만 직업 소득 문제가 계획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었다.59)
소수종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사업은 초기에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
다. 첫째, 소수종족은 고지대 지역에서의 화전 농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
루 이틀 만에 이러한 관습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 둘째, 경제적 거래에 익
숙하지 않고 생산 방법, 협동 과정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렸다. 예를 들면, 한국
의 고추 재배는 엄격한 공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소수종족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다. 셋째, 소수종족의 자발성과 참여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소수종족의 경우 그들의 생활 습관과 생산 방식은 낀(Kinh)족만큼 민감하고 빠르지 않습
니다. 그들에겐 고지대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들의 이념을 바꾸고 생산에 과학과 기술을
적용하는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소수종족이 정부에 계속 의존하고 있
다는 점입니다.” (관계자 인터뷰, 2020. 8. 21. 베트남 닌투언성 럼선사)

본 사업은 지역사회가 처한 어려움과 소수종족으로 구성된 주민들의 인식
문제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했다. 우선, 마을 수도관을 연결하였
다. 관개수로의 연장으로 인해 경작 가능한 농지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소수종
족의 농민들에게 고추 종자와 농업 기술을 전수하였다. 이와 함께 자발성과 참
여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59)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 “Quyết định số 2085/QĐ-TTg của Thủ tướng Chính phủ: Phê duyệt
Chính sách đặc thù hỗ trợ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vùng dân tộc thiểu số và miền núi giai
đoạn 2017 – 2020[총리 결정 2085/QD-TTg: 2017-2020 소수종족 및 산악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정책 승인],”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
hethongvanban?class_id=2&mode=detail&document_id=187005(검색일: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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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마을 수로와 KOICA-CJ 후원 설립 현판

자료: 현지조사 대리인 직접 촬영(2020. 8. 24).

“처음에는 기존의 관습을 바꾸고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고추를 재배하는
생산 방법을 적용하여 소수종족 가구의 관습을 부분적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깨끗한 기술
과정을 따르고 빈곤층의 소득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자 인터뷰, 2020. 8. 21. 베트남 닌투언성 럼선사)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고추를 생산하면 이를 협동농장이 농가와 계약한 가
격으로 수매하는 계약재배 방식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농민은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농민이 생산한 고추는 CJ푸드 베트남 김
치공장에 판매되는 판로가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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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공동작업장과 KOICA-CJ 후원 현판

자료: 현지조사 대리인 직접 촬영(2020. 8. 24).

“처음에는 수출용 고춧가루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나중에는 내부 소비용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예전에 베트남에서는 고춧가루가 거의 없었는데, 중부만 고춧가루를 사용했
고, 남부는 색채만 사용했습니다. 베트남 지역별 식사 방식의 문화적 차이 때문입니다. 한
국에서는 고춧가루가 유명하죠! 주민들은 시장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젊은 층은 김치 같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CJ가 베트남에서 매우 유명한 상
품 유통채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 인터뷰, 2020. 8. 24. 베트남 닌투언성
럼선사)

2019년 기준 본 사업이 수행된 지역사회에서는 35가구가 총 12헥타르 면적
의 한국 고추를 재배하고 있다. 농가로부터 수매한 고추는 현지 공장에서 고춧가
루로 만들며, 매년 약 500톤의 고춧가루를 만들어 국내외 시장으로 유통한다.60)

“처음 몇 년 동안 고추 생산량은 수백 kg/1사오(sao)61)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2.8톤의
수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2016년 처음 작물이 재배되었고, 2020년까지 거의
5년 만에 초기 생산량의 5배 이상까지 증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부분적으로 농업 방

60) “Trồng ớt Hàn to tướng, nông dân Ninh Thuận đếm lãi 70 triệu đồng[한국의 고추를 재배하는
닌투언 농민들은 7천만 동의 수익을 기록했다]”(2019. 3. 5).
61) 1sao = 3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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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행을 변경했고 공장은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10가구 정
도가 참가했는데, 현재는 30가구 이상입니다.” (주민 인터뷰, 2020. 8. 24. 베트남 닌투
언성 럼선사)

이상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고추 생산량과 판매용 고춧가루의 물
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수급이 안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소농의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지역과
같이 소농이 많은 국가에서는 발전소 혹은 교량 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
트를 통한 개발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지역
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농업 환경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62)

3) 참여의 다변화와 제도화: 주민 역량 배양 및 의사소통 체계 구축
지역사회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된
다는 점과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고 이룰 수 있는 성취감을 이 프로젝트의 성
공 원인으로 높이 평가했다. 이 내용은 앞서 소수종족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방
안으로 언급한 자발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연관된다.
본 사업은 마을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회의를 꾸준히 개최했다. 베트남에는 지방마다 여러 종류의 자발적 사회조직들
(voluntary associations)이 있다. 보통 세 가지 유형―프엉, 꺼우락보, 호이
―으로 구분된다. 프엉(phuong, 坊, 방)은 보통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조
직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속해오면서 활동 중이며 주로 민간
축제와 의례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닭, 물소 등을 숭배하는 프엉의 조직 및
단체가 있다. 둘째, 꺼우락보(cau lac bo, 俱樂部, 클럽)은 1986년 도이머이
개혁개방 이후부터 생겨난 조직들이다. 주로 체육, 문화, 문예 활동과 관련이
62)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유기희 교수 인터뷰(Zoom 화상회의,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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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예를 들면 탁구, 배드민턴, 문예 등을 위한 모임이다. 끝으로 호이(hoi,
會, 회)는 생년(예를 들면, 1970년대생)이나 직업(상인회, 농민회, 경운기회)
등을 통해서 공동의 활동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만든 가장 보편적인 조직들이
다. 주기적으로 활동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63)
이 사업의 경우 기존에 베트남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자치조직인 회를 통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했다. 회는 베트남에서 공동의 활동을 위하여 나이나 직업
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성된 보편적인 조직이다. 지역사회 내부에서 발생한 일
을 담당 행정기관으로 통보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을 선전
하는 채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이 실시된 지역사회의 경우 농민회,
청년회, 여성회, 노인회가 주축이 되어 조직별 핵심 구성원이 교육을 받고 이들
이 다시 조직 구성원들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직업이 없는 젊은 층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먼 지역으로 떠났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에는 젊은 층이 돌아왔고, 이 지역이 자신의 마을이고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젊은 층이 대략 10명 정도 있습니다. 일부는 청년회에 가입하여 협동조합 운영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일 수 있지만 젊은이들은 의식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시행 초기
에는 이곳 청년들이 프로젝트 시행을 막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낙관적으로 변했습니다.
프로젝트가 기존의 방식(정부스타일)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
합니다.” (주민 인터뷰, 2020. 8. 24. 베트남 닌투언성 럼선사)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일하고 지역 사회의 요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강화하였다. 그리고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한 마을의 거버넌스는 주민, 지방정부, 중앙정부까지 확장되어 지역개발로 이
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양상은 소외계층이 다수인 지역사회의
의견이 지방정부를 넘어 중앙정부까지 도달하기에는 어려운 기존의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63) Dang Thi Viet Phuong and Bui Quang Dung(2011), pp.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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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현급-사급의 수직적인 행정체제하에서 이 사업은 소외계층이 주도하
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이것이 지방
정부에 전달되도록 하는 체계가 구축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베트남에서는 단
체 토론 문화가 발달해 있으며, 특히 농촌 지방의 경우 주민들끼리 함께하는 자
리를 즐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전달한다.
이 사업의 경우 주기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
여 토론하는 분위기를 형성했고, 이때 단순히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마을의 발
전에 관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이러한 사업 프
로그램은 베트남 사회의 사회문화적 관습과 맥락에 부합하는 것이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습성과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합치된 긍정적인 성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농촌 프로젝트의 특징은 사람들이 정부와 국민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면서 위에서 아래
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양방향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향식 접근 방식
은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매일 마을회관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모임을 만들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고 자신
의 소득을 얻는 데 기여합니다.” (주민 인터뷰, 2020. 8. 23. 베트남 닌투언성 럼선사)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경우 회라는 기존 지역사회 조직을 통해 청소와 저축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여 운영했다. 그 결과 2016-2017년에는 럼선사(Xa,
Commune) 인민위원회로부터 “녹색-위생-아름다움”이라는 농촌 인증서를
받았을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소외 계층의 참여, 마을 주민들의 후원에 관
한 인식 변화, 의식 개선 등 깨끗한 주택 유지, 쓰레기 감소 등 지역 사회의 생
활 방식과 관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쌀 항아리 저축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이 질투와 경쟁을 느끼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시간
이 지나면서 주민들은 스스로 구하고, 축적하고, 작은 규모로 저축해나가는 방법을 배웠습
니다. 자의식을 가지고 부지런해야 하며 협력해야 하는 것을 배운 것이지요. 우리는 단결

제3장 지속가능한 생산 및 시장성 증대사업 사례 연구 • 75

(doan ket)과 (개미를 가리키며) 협력(hop tac)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한국
농촌 프로젝트 덕분에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국민들에게 물질
적인 구제를 해주면 그때 당시는 먹을 것이 해결되겠지만, 정부만 밤낮으로 생각하는 반면
국민은 늘 먹고 놀기만 하면서 지켜보게 될 테니까요.” (관계자 인터뷰, 2020. 8. 24. 베
트남 닌투언성 럼선사)

인터뷰 진술에서 발견되는 질투, 경쟁, 그리고 단결과 협력 등은 베트남 사회
의 단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키워드다. 베트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노력과 희생, 체면(the dien), 이웃과의 조화 유지 등을 중시한다.
개인은 공공의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 규범과 규칙에 따라 행동
한다. 베트남 사회에서 개인이 체면을 잃는 것은 자신의 명성과 타인으로부터
의 존경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베트남 사람들은 공개적인 수치심
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규범과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공동체
에서 영웅으로 칭찬받는다.
그리고 이웃과 조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멀리 살고 있는 형제는 옆집 이
웃만큼 당신을 도울 수 없다(Bạn anh em xa mua láng giềng gần)’, ‘어려울
때 이웃이 있다(Hàng xóm tối lửa tắt đèn có nhau)’라는 속담이 존재한다.
즉 지역 사회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베트남 사람들은 이웃의 규칙을 따르
는 것을 시도한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조화는 각 가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베트남 사람들의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인식은 지역사회 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다. 개인보다 공동의 단
위를 우선시하는 문화와 공동체 속에 개인이 위치한다는 인식은 베트남 사람들
에게 보편적이지만, 실천적 행동은 상황의 맥락에 따라 때로는 경쟁으로, 때로
는 협동의 형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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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 국가 정책 및 중앙-지방 정부와의 연계
본 사업의 활동 내용은 신농촌개발사업(NTP-NRD)의 19개 지표를 모두 포
괄한다. 따라서 베트남 국가 발전전략, 경제발전 계획, 그리고 농촌개발전략과
연계성을 지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베트남 측에서는 농
업농촌개발부가 관여하는 가운데 사업관리기구에 닌투언성과 럼선사 인민위
원회가 참여하였고 빈곤지역 개발을 위한 닌투언성 정부차원에서의 관심과 개
입이 높아 적극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구축되었다.
대상마을이 포함되는 럼선사(Xa Lam Son, Lam Son Commune)는 2019
년에 신농촌개발사업의 19개 분야로 구성된 지표의 기준을 모두 달성한 것으
로 나타났다.64) 사급 단위의 일부에 해당하는 땀응언 2 마을에서 실시된 본 사
업이 사급 단위의 신농촌개발사업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가를 구체
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농촌개발사업이 사급 단위로 진행되
는 종합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 사업의 활동 내용이 신농촌개발사업의
내용과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신
농촌개발사업과 본 연구 대상 사업의 활동 내용은 [표 3-9]에 정리하였다.

64) 베트남 건설부, “Xây dựng tiêu chí nông thôn mới đặc thù nhằm phát triển bền vững vùng ven
đô các thành phố lớn ở Việt Nam[베트남 대도시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특수 신농
촌 지표 구축],” http://moc.gov.vn/tl/tin-tuc/63043/xay-dung-tieu-chi-nong-thon-moidac-thu-nham-phat-trien-ben-vung-vung-ven-do-cac-thanh-pho-lon-o-viet-nam.
aspx(검색일: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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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베트남 신농촌개발사업(NTP-NRD)과 연구 대상 사업의 활동 내용
번호
1

베트남 신농촌개발사업
계획

계획 수립 및 시행

본 사업의 활동 내용
-

2

교통

-

3

관개시설

수도관 연결, 관개수로 개선

4

전기

-

5

사회-경제

학교

유치원 개보수,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6

기반시설

문화시설과 기반시설

마을회관 리모델링

7

농촌시장

-

8

우편통신

-

9

거주주택

주택 신축 및 보수

10

소득

소득 증진

11

빈곤가구

소액금융 대출 실시, 지역발전 기금 운용

노동력 구조

공동작업장 설치, 건조장 건립 및 운영

12

경제활동과
생산 조직

고추 재배 모델 농가 육성, CJ 수요 작물(고추)

13

생산조직의 유형

14

교육

영농교육 실시

15

문화-사회문

보건

보건소 설립

16

제-환경

문화 생활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환경

쓰레기 청소

17
18

정치체계

19

사회단체와 강력한
정치적인 시스템
안보, 사회질서

계약재배, CJ R&D 농장 운영, 농기계 은행 운영

-

자료: 베트남 건설부(2020. 6. 19); 이효정(2018) 참고.

라. 소결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빈곤퇴치’를 달성하는 것이다.
가치사슬(value chain) 관점의 접근에서 보면, 결국 협력국의 만성적인 농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농산물의 생산 이전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
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 언제,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65)
65) 곽재성 외(201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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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해관계자의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는 농업 생산성
이 낮고 농산물의 판로가 부족한 빈곤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공여국의 기관
과 중국산 고추 원료 수급 불안정 및 농산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공급처의 다원
화가 필요한 기업이 함께 결합되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처가 확보되고 생산된
농산물이 시장으로 유통되는 상생번영을 이룩한 사업이다. 단, 사업이 종료된
지 3년이 경과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업 영향력의 지속가능성은 추적 관찰
이 필요하다.
선정한 사례는 사업지역 내 농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역량강화가 통합적으
로 이루어진 농촌개발의 성격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타 공여국에서 수행한 가
치사슬 사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66) 기업이 가치사슬 과정에 참여하는 경
우 시장체계 개선과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어 농민의 소득 향상에 상당히 긍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농업생산기
반 구축과 주민 역량 배양, 그리고 주민 참여의 제도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
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효과성과 영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농민들
의 자조적 조직화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제가 반드시 동반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빈곤퇴치 자체와 그 성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농
업·농촌개발을 위한 통합적 관점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 역량과
주민 참여의 제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제는 기존 지역사회에서 유지되어오
고 있는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사업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은 유교 문화와 북방불교의 영향 등으로 인해 문
화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
이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와 쌀 항아리 저축 프로그램 등은
단결과 협동심을 높여 마을 단위로 실시되는 사업의 성과를 이루는 데 긍정적
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IMF 시기의 위기 극
66) 위의 책,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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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과정과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향후 베트남에서 수행될 농업·농촌 개발사업
을 구상할 때 양국의 문화적 유사성에 기초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한다면 긍정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성격과 프로그램의 이행 방식은 전혀 다른 속성의 문제
다. 즉 양국의 문화적 유사성에만 매몰되어 한국에서의 성공 경험을 그대로 베
트남에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뜻이다. 본 사례의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주체와 구성원의 범위는
‘톤’이라는 마을 단위로 거주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이었으며 프로그램이 성공
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기존에 마을 단위로 유지되어 온 ‘회’라는 조직을 통
해 주민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본 사업은 한국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이행되었
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
베트남 농촌마을 주민들은 자조조직 단위의 생활과 작업이 일상적이고 보편
적이다. 단, 앞서 발견한 성공의 주요 요인을 고려해볼 때 해당 지역사회 내에
어떤 조직이 어떻게 활동해왔고, 어떤 자치 프로그램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으
며,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관계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마을마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사전 조사 혹은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맥
락을 면밀히 파악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 내 응집력과 조직 외부
와의 연계성 역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키거나 제한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지속가능한 생산 및 시장성 증대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통해 농산물이 수출되는 유통 체계
를 개선한다면 성공의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최대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단, 개발도상국 주민의 수요충족을 위한 내수시장을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참여를 통해 시장 및 유통 체계만 개선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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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및 연구소를 통한 기술 연구 등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
사례의 한계는 베트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베트남 닌
투언성 혹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생산기술 교육과 품종
적응성실험 등을 함께 시행한다면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다 성공적인 사례
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NGO
를 통한 민관협력 방식의 개발협력사업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2. 라오스 농업분야 적정기술 거점센터 사업
가. 사례 소개
1) 사업 배경 및 중요성
라오스는 최근 정부가 산업 부문을 강화하려 하지만 여전히 농림업이 2016
년 기준으로 24.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67) 한국
의 중점협력국인 라오스에 대한 CPS에서도 농업부문 개발지원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다. 라오스 정부에서는 생산성 증대, 시장의 가치사슬 확대, 상품의 다
양화 및 현대화, 그리고 친환경적인 농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라오스의 유통 및 물류는 수집상 주도의 폐쇄적인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프라가 부재하여 산지 유통체계가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한다.68) 도
로여건 및 유통 및 물류 시스템의 문제로 농산물의 상품 가치가 낮으며, 건기와
우기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 차이가 높은 점도 특징적이다. 소수의 도매
시장을 통해 산지의 농산물을 도시로 공급하고 있어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67) 김세원 외(2017), p. 21.
68) 위의 글,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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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가 설계한 2011년
부터 2015년까지의 농업마스터계획(AMP: Agricultural Master Plan)에 따
르면, 저지대에서는 시장 지향적인 농업생산을 증가시키고, 고지대에서는 생
태계를 보호하고 농촌 지역사회 생활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소농
과 고산지대 거주민에 대한 배려는 있긴 하지만, 관개 농업의 비중이 크고 상품
생산 및 농업 단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69) 여전히 고지대 또
는 산간지역의 빈곤 및 영양실조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농업마스터플랜에 따라 식량 안보가 개선되었다는 평가하에 라오스
정부는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수확 후 관리, 판매 및
유통, 또는 농산물가치사슬 개선에 초점을 두어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라오스의 농업 부문 개발 분야에, 주로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DAC 회
원 국가는 일본, 한국, 호주, 독일, 스위스이다. 한국 정부의 라오스에 대한
ODA규모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업개발 및 농업 수
자원 부분에 대해 많은 지원을 했다. 제2차 라오스 국가협력전략(CPS)에는 라
오스의 수자원 및 전력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개발, 보건의료 분야에 70%를
집중하고 있다.70) 라오스에 대한 농업 부문 개발협력에서 가장 요구되고 있는
분야로는 농촌지역의 빈곤 문제 해결, 지역과 민족 간 빈곤 격차 완화, 농업생
산성 증대, 농촌개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 등이 거론된다. 인구 중 농업에 종사
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라오스의 상황을 고려하면 농업 부문 개발이 곧 지역개
발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01년에서 2015년까지의 기준으로 KOICA의 라오스 지역 내 농업분야
프로젝트형 사업을 보면, 볍씨 증산사업이 1개, 농촌개발 및 소득 증대사업이
3개, 농업용 관개용 댐 및 수로 건설 사업이 3개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이
69) 위의 글, p. 82.
70) 국무조정실(2016a),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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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상황을 보면 KOICA가 농업부문 개발협력에서 주력하는 분야는 농촌공
동체개발사업으로, 2017년에만 농촌공동체개발사업 프로젝트에 소요된 금액
이 1,455만 달러에 달한다.71) 농업분야 연수생 초청 사업이나 민관협력사업도
KOICA의 농업부문 사업에 포함되나, 라오스에서 민관협력사업은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엥쿠앙주에 관개시설 설치사
업으로 44억 원, 쌍통군 농촌개발 및 영농기술센터 지원사업으로 45억 원을
2012년 이후 지원했다. 이 외에 민간기업의 해외농업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개
발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농촌진흥청의 사업은 농업기술 전수와 자원 공
동개발, 글로벌 농업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무상원조사업과 달리, 농업 부문에서 유상원조 분야에서는 경제개발
협력기금(EDCF)의 사바나켓주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중심을 이룬다. 총 4,6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이 사업에는 저수지, 양수장, 관개수로의 개보수, 배수로 신
설, 농로 신설, 경지 정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농산물직거래장, 마을개발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건립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에서는 많은 개발협력 관
계자가 요구하는 유상-무상 원조 사업의 연계가 추진되고 있다. 유상원조로 건
립한 인프라에 KOICA가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그 예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라오스에 대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2) 사업 소개
과학 계통에 종사하는 학자 중심으로 결성된 ‘나눔과 기술’이라는 단체는 개
발협력 분야에 적정기술을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만든다는 목표 아
래 2015년 2월 9일, 라오스의 수파노봉 대학에 ‘한-라오스 농업·에너지 적정
기술센터(LKSTC: Lao-Korea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를 설립

71) 한국국제협력단(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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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수파노봉대학은 우리 정부의 유상원조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으로 세
워진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여러 지역개발사업의 중심으로 이용된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지속가능 에너지 및 바이오 농식품 적정기술 거점센터 사
업’이라는 과제는 2014년 7월에 시작하여 2018년 6월까지 2단계에 걸쳐 총
20억 원의 지원하에 진행되었다. 적정기술센터는 여러 산간 지역에 있는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관개시설을 만들거나 새로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왔다. 적정기술은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범용과학기술을 현지 여건
에 따라 맞춤 개발한 기술을 총칭한다. 라오스 대학에 거점 센터를 설립한 사업
은 한국연구재단이 발주한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의 하나였다.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산악지대에 바이오에너지 기술을 이용하여 주민 생활 편의를 증
진하고, 현지 농작물을 보존, 유통하는 데 있어 현지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가공
하는 기술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단순 기술이전이나 물자 지원이 아니
라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을 구축하는 것에 방점을 둔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라오스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지가 부족하며 농업
이나 임업 외에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전체적인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이
다. 또한 종교나 언어가 다른 여러 소수 종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교육
이나 생활 여건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한-라오스 농업·에너지 적정기술센터 상농식품사업은 가공 및 태양광과 소
수력발전을 위한 시설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물조류 세척 장치나 원격발전
관리기술 등 총 14건의 적정 기술 공정 및 장치를 개발한 후, 지역개발 프로그
램을 통해 실용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 사업
은 과학기술 ODA나 R&D 사업으로 분류되며 사업에 대한 재원도 한국연구재
단이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과학기술 사업이 어떻게 지역개발 프로그램으로
접목되었는지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 보려는 차원에서 연구 사례로 선정하였
다. 사업의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농촌 지역의 개발 및 농수산물 가공 및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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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주요 성과
1) 고품질의 상품 생산과 판매 확대
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작은 마을에 소규모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것 외에
라오스 사업에서 중요시되던 것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개발이었다. 적정기술을
활용한 협력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던 분야로, 종합적인 성격의 접근 방
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루앙프라방주에 있는 봄(Bom)과 리(Lee) 마을에는 전
부터도 카이펜(Kaipen)이라고 부르는 조미 김을 생산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깨끗하지 못한 물로 김을 씻어 이물질이 끼고 세균도 존재하여 상품성이 떨어
지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적정기술센터 사업 시에는 공기방울 세척기나 UV
살균기를 갖춘 공동작업장을 만들도록 하여 보다 고품질의 카이펜을 생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부가가치를 높인 카이펜은 이후 호텔과 식당 등에 판매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시범사업을 통한 사회적 기업 양성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남박시에서 카이펜의 부가가치를 높
이기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이른바 사회적 기업 형태의
마을 기업인 BKCB(Ban Bom Kaipen Community Business)를 결성했다.
적정기술의 지역이전을 통한 과학기술주도의 지역개발 모범 모델을 창출하여
확산하고, 카이펜의 상품가치사슬 개선을 통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
로 했다. 또한 현지 기관 및 마을주민 주도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실행으로 현지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주된 내용으로 했다.
봄마을에서 마을기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조직되
었다. 이 운영위원회의 결정하에 적정기술 R&D, 생산인프라 구축, 유통-판매
망 구축, 교육 훈련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체제 구축을 통해 2016년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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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4월까지 시범생산을 통해 약 25,000여 장의 카이펜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시범적으로 유통, 판매하기 시작하여 유상으로 판매한 양
이 약 만 장 가까운 것으로 약 5,600달러 정도 가치의 상품을 판매했다. 주로
남박시나 비엔티엔의 중개상을 거쳐서 팔거나, 라오스 음식 축제를 통해서, 또
는 남박시나 루앙프라방의 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그림 3-4. 라오스 봄마을 적정기술 활용사업 체계

자료: 나눔과 기술(2018).

다. 성공요인
1) 상황 진단과 전략 구성: 사전조사와 적정기술 투입
라오스 북부 고산마을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농특산품을 재배하기 위해서 선
정한 것은, 아라비카 커피, 사차 인치(Sacha inchi), 흑생강, 카이펜, 차, 벌꿀
등이다. 카이펜은 민물 김 중 하나인 카이의 수분을 제거해서 만든 조미 김이
다. 루앙프라방주 남박시에 2017년까지 두 개의 공장을 설립했다. 메콩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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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생산되는 이 식품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평가되었으며, 보다 위생
적으로 건조하게 함으로써 상품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카이펜은 루앙프라방주의 대표적 특산물로, 카이는 카이펜 외에 카이 욱
(Ook), 카이 묵(Muok) 등 라오스 음식재료로 활용되어 오던 재료이다. 비타
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동물성 첨가물이 없어 채식을 하는 사람에게
도 알맞은 음식으로 평가받는다.

표 3-10. 라오스 적정기술사업 초기 카이펜 생산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분석실험 구분

실험결과

생체조류의 세균검사

채취한 모든 시료에서 심각한 오염수준

건조제품의 세균검사

심각한 오염수준

건조제품의 중금속 검사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비소가 높은 값을 나타냄

대장균 및 일반세균검사

대장균이 양성으로 확인

잔류농약검사

‘불검출’로 확인

자료: 나눔과 기술 2018.

사차인치(Sacha inchi)는 견과류 중의 하나로 비타민 A와 알파 토코페롤
비타민 E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오일, 파우더, 너트 등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작물이었다. 사차인치 오일로 생산된 제품은 라오스 내에서도 유통되며 태국
등 인근 국가에 수출되고 있었다. 따라서 현지 내에도 가공식품 생산에 대한 수
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외에 한국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시장잠
재력이 컸던 모링가, 영양성분이 풍부하여 가공 이후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
다고 판단된 흑생강 등이 주력 산물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사업 대상지역의 특산물 가운데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서 유망한
품목들이 여럿 있었지만, 이를 상품화하자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
이 있었다. 가장 시급했던 것은 제품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품질을 표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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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었다. 사업팀이 수행한 최초 조사 결과 카이펜의 원료인 카이의 오염 정
도는 심각했다. 채취 장소가 오염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가공할 때 사용하
는 세척수 또한 깨끗하지 않았다. 카이의 저장기간이 짧아 부패하기 쉬운 것도
문제였다. 지역 주민들이 가공과정에서 사용하는 사각 틀이나 천도 위생적이지
않았고 건조 환경 또한 열악하여 양질의 완제품을 기대하기는 고사하고 위생
상태부터 개선하는 일이 시급했다.72)
지역 특산물의 상품화에 필요한 문제점을 포착함과 동시에 사업팀은 시장
조사 또한 병행하여 상품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다. 사업 대
상지역인 루앙프라방은 라오스에서 손꼽히는 관광지 중 하나로, 지역 특산품인
카이펜은 주로 이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되어왔다. 기업형 수
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내수시장 역시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었다. 수
요 자체는 충분했던 셈인데, 문제는 품질이었다. 원재료를 활용하여 가공, 제조
하는 기술과 설비가 주변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포장기술이 미흡
하여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졌다.
사전조사를 통해 카이펜이나 사차인치, 흑생강 등 지역 특산물의 상품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가 주로 기술적인 것임을 확인한 사업팀은 가공 공정을
개선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해법으로써 도
입하는 방법은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활용 가능한 것이라야 했다. 이어지는 절
에서 소개하게 될 기술적 해법들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기술적 수준을 고려
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적정기술과 지역개발의 접목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
는 좋은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2) 나눔과 기술(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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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농업생산 기반과 유통 체계 개선
카이펜 생산을 위한 시범 사업 지역은 루앙프라방 시에서 87㎞ 떨어진 남박
이라는 곳이었다. 인구수가 7만 명가량인 남박시는 루앙프라방 주에서 두 번째
로 큰 도시이다. 남박시에는 모두 81개의 마을이 있고, 이 중 7개 마을에서 카
이펜을 생산하며, 그중 봄 마을은 346가구 중 250가구가 카이펜을 생산할 정
도로 집중도가 높은 곳이었다.73) 카이펜의 생산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LKSTC
를 중심으로 수파노봉대 농업산립자원대 및 식품과학기술학과, 루앙프라방 주
농업산림국, 남박시, 농업산림과, 남박시 라오여성연맹과 협력체계를 구축하
였다. 남박시의 7개 마을은 ‘시범마을 그룹’으로 만들어 유기적인 생산체계를
만들었다.
카이펜 생산 및 가공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접목된 설비 중 대표적인 것은 식
품용 UV 살균기였다.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단가를 낮
추어, 카이 세척 및 가공을 위한 물을 살균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전 가공 방식의 문제 중 하나는 주변 강물을 세척수로 이용하면서 유해한 균이
증식하고 있는 점이었다. 모래와 세균이 카이펜 생산 품질을 낮추는 요인이었
는데, 버블세척기나 살균수를 이용하여 모래, 이물질, 세균, 박테리아 등을 제
거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공기방울로 카이 사이에 있는 모래를 제거하는 데 있
어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고, 현지 생산을 통해 생산단가
를 낮추고 주민이 수리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생산되는 카이펜 굵기를 조절하여 포장지를 개봉한 후 즉시 섭취 가능
한 형태의 시제품을 만들거나 드레싱 소스에 현지 작물을 사용하여 다양한 맛
을 내어 상품을 다양화하려고 노력하였다.

73)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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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카이펜 가공 과정과 포장된 모습

자료: 위의 책.

모링가 건조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는 기후 조건에 따라 건조 방
식이 일정하지 않아 품질이 고르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자연 건조와 함
께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공기순환팬을 병용함으로써 동일한 품질의 건조품 생
산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려 하였다. 압출기를 사용하여 사차인치 오일을 생산
하거나 건조장을 통해 사차인치를 건조하는 방식도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가치를 높인 예에 해당한다. 흑생강도 건조장에서 생산함으로써 자연 건조보다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12월에는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심 내에 매장을 만드는 것을 시도하였다. 사회적 기업을 통한 수익 창
출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상품의 판매 및 유통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에 활
동 중인 한국 NGO나 해외 기관들이 서로 만나거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장
소를 제공한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 12월 개장 이후 6개월간 8,700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관광객이나 현지인에게 사업 내용을 홍보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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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의 다변화와 제도화: 주민역량 배양 및 네트워크 구축
적정기술센터 사업이 지역사회 개발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
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적정기술 시범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라오스 수파노봉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현지 교육 프로그램, 지속가
능한 적정기술 농업에 대한 교육, 사회적 경제 교육, 태양광발전에 대한 교재
개발 등이 예가 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학 교수나 시민사회 종사자, 그리고
라오스 대학의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적정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
지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수파노봉대학 인력을 한국
에 초청하여 에너지 적정기술 사례, 적정기술 활용 시제품 설명 등의 교육을 진
행하기도 했다. 수파노봉대학에서 농업 및 식품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식품 간
조 및 가공 기술을 교육하는 것도 기술을 파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마을 수준에까지 확산되어, 자문이나 컨설팅 역할은 한국 관
계자나 라오스 대학 실무진이 담당하지만, 실제 마을 주민까지 생산기술을 습
득하도록 하였다.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마을 이
장이 위원장을 담당하고, 마을 부이장은 카이펜 생산 및 작업장 관리를 담당하
며, 그 외는 생산그룹을 구성해 생산을 관리하였다. 생산그룹에 대한 매니저는
작업과정을 관리하고 위행 상태를 점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
여 상시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초기에는 오지마을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도 전체 사업
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지에 태양광이나 소수력발전시설을 만들어 생
활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했고, IT 활용기술을 이용하여 한국
에서도 현지 시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사업과 함께 지역사회의 생계수준 향상을 위하여 천연 농식품을 가
공하여 상품화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상품을 생산하고 그
품질을 관리하는 교육을 통해 지속성을 높였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이전의 마을 성과를 기치사슬 확대로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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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라오스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분야 파트너로서 중요한 국가로, 농업기술이
나 농촌 지역사회 개발의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매우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측
면에서 적정기술은 과학기술분야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농업분야에서도 꼭 필
요한 도구가 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각 지역의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적정한 기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듯 보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적
정한 기술이 아닐 수도 있다.”74) 기술을 이전시키려는 사회의 폭넓은 맥락과
다양한 측면을 함께 보아야할 필요성이 이 부분에서 대두된다.
개도국의 농업생산 기술을 개선하는 사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여되며
전문적인 인력이 투여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전문적인 과학기술 분야
는 그 자체로 특수하며 의미 있는 작업인 경우가 많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확산
은 상대적으로 고려가 약한 편이었다. 나눔과 기술의 라오스 적정기술센터 사
업은 활용된 적정기술이 실제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전체 사업에서 시간적,
비용적인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지역사회에 판매장을
만들거나 사회적 기업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은 사업 후반부에 와서야 본격
적으로 시도되었다. 또한 라오스의 특성상 취약계층이 산악지방에 많이 거주하
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정기술센터가 사업을 실시했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거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이러한 면은 본 사
업이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환원을 목표로 했지만, 취약계
층에 효과가 파급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
례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평가할 때, 본 사업은 일

74) 홍성욱 외(2010), p. 29; 한재각 외(20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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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성공적인 시도는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많이 남는다. 지역조직화나 주민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미흡했고, 워낙 도심과 떨어진 산악지역이라는 점은
외부 지원에 의한 지원 사업이 연속되기 어렵게 했다. 고산지역 원주민에 대한
교육과 마을을 외부 세계와 연결할 만한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사회특성을 이해하고 그 맥락에 맞는 기술과 상품을 선택하는 것, 그리
고 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한 교
육이나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어느 개발사업에서도 적용되는 교훈이다. 하
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개발의 가시적인 성과나 효율성이
라는 이유로 순위가 뒤로 밀리기 쉽다. 개발협력사업이 국가적 부를 올리는 수
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의 생활개선을 우선시한다면 지역과 주민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접근 가능한 개발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라오스
의 적정기술센터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지역개발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족적을
쌓았지만, ‘적정기술’이 기술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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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기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가. 사례 소개
1) 한국-캄보디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개요
한국은 1994년 1만 달러 무상 공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무상 3억 4,200
만 달러, 유상 3억 9,500만 달러, 총계 7억 3,700만 달러를 캄보디아에 지원하
였다. 특히 2010년 캄보디아가 중점지원국에 포함된 이후 지원 규모가 크게 확
대되어 2018년 현재 캄보디아는 공여액 기준 한국의 2위 협력대상국이다.
분야별 지원 분배 및 사업 계획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캄보디아 정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의해 결정된다. 1차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2012~2015)은 캄보디아의 국가
발전전략인 4각 전략(Rectangular Strategy)과 국가전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에 대응하여 ① 농촌 및 농업개발 ② 교통 및
녹색 에너지 인프라 ③ 인적 자원 개발 ④ 보건의료 등 4개 부문을 중점협력분
야로 선정하였다. 농촌 및 농업개발은 ‘종합적 농촌지역 개발 및 농업생산성 향
상을 통해 빈곤감소 효과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유무
상 각 전체 지원액의 10%가 배정되었다.
2차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2016~2020)은 캄보디아 정부가 2014년에 수
립한 3기 4각 전략(2014~2018)에 부응하여 중점협력분야를 ① 교통 ② 물관
리 및 보건위생 ③ 교육 ④ 농촌개발 분야로 나누고 세부 실행계획을 조정하였
다. 캄보디아 정부가 3기 4각 전략에서 농촌개발에 중점을 두고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2차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은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역대 최대 규모 농촌개발사업인 새마을운동 기반 농촌공동체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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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Self-Suppor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 with Saemaul Undong’s
Participatory Approach, 이하 새마을운동사업)이 포함되었다.
2018년에는 캄보디아 정부의 4기 4각 전략(2018~2023)이 빈곤율 10% 미
만 달성을 4대 목표로 설정하고, 특히 농촌의 빈곤 문제 개선을 핵심 과제로 추
진함에 따라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도 이를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일부 수정하
였고, 농촌 빈곤 문제에 대응하는 농업분야 사업을 확대하였다.

표 4-1. 캄보디아 농업분야 대형 개발협력사업
사업명

지원액($)

수행기관

수행기간

The Project for Construction of Irrigation
System in Project Area, in Batheay District

2,500,000

KOICA

2009.01.20.
~2010.12.01.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roject in Kroch
Chhmar District, Kampong Cham Province

2,500,000

KOICA

2010.01.31.
~2012.12.31.

Project for Irrigation-Based Rural Community
Development in Kampong Cham

2,500,000

KOICA

2010.04.02.
~2012.03.09.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System for
Cambodian Rice Industry

2,117,334

농림축산
식품부

2010.12.03.
~2012.12.31.

The Forest Restoration and Establishment of
Forest Research Facilities

3,615,344

농림축산
식품부

2011.09.07.
~2015.12.10.

The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roject in
Kampot Province (In Treng Trayoeung and
Trapeang Plang Commune)

3,198,464

농림축산
식품부

2011.11.30.
~
2014.12.31.

Self-suppor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
with Saemaul Undong's Participatory Approach

8,000,000

KOICA

2014.01.01.
~2018.04.30.

Establishment of Drying and Storage
Center(DSC) for Enhancement of Rice Industry
in Cambodia

3,882,263

농림축산
식품부

2015.07.27.
~2018.12.10.

The Project for Quality Improvement and
Innovation of Kampong Cham National School
of Agriculture(KCNSA) based on
Saemaul-Undong

2,362,181

KOICA

2016.01.01.
~2020.12.31.

Construction of Agricultural Technology
Training Center/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through Tech Transfer

2,973,778

농림축산
식품부

2017.01.22.
~2023.01.22.

자료: CDC 통계 2020(http://odacambodia.com/Reports/reports_by_updated.asp?statu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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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ODA 전담기관인 CDC(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집계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완료된 한국의 농업분야 협력사업은
총 68건이다. 지원액 규모 면에서 2백만 달러 이상 대규모 사업은 모두 한국국
제협력단(이하 KOICA)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였고, 관개시설 구축과 같
은 생산기반시설 사업, 작물 생산 및 유통 개선사업, 농업기술 교육 및 훈련 시
설 사업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새마을운
동사업과 같은 농촌개발사업은 두 건에 그쳤다(표 4-1). 단일 분야 협력사업은
농업 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장기적인 발전에 유리하지만, 농민 소
득 증대, 빈곤 해소와 같은 현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다른 부문들과의 균형을 이루지 못해 기대효과에 미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농촌개발사업은 사업 대상을 마을 단위로 전환하고, 도로 및
식수 등의 기초 인프라 구축, 품종개발, 기술 전수 및 지도, 기계화 지원 등의
농업 생산성 제고 사업, 건조, 저장, 가공 시설 확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시
장 접근성 향상과 수출 확대로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 형성 등을 통한 소득 증
대에 더해 농민공동체 개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농촌개발사업이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농촌개발사업은 개별 사업들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를 극대화한다는 발전적 전략으로서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의 발
전 경험을 토대로 한 한국형 농업 ODA 모델로 제시되면서 농업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2) 사업 내용
2014년 캄보디아 정부는 3기 4각 전략의 주요 과제로 농촌개발을 설정하고,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과 캄보디아의 농촌발전 전략을 접목하여 목표를 달성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KOICA가 협력사업 수립을 위한 조사를 실
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는 새마을운동 형태의 농업 부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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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한국의 KOICA와 캄보디아의 농촌
개발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가 공동 책임 수행기관이 되어
2014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개월간 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
다. KOICA는 국내 전문가들로 사업관리자문단(Project Management
Consultants)을 구성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사업의 목표는 ① 한국 새마을운동의 교훈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기반 캄
보디아 농촌발전 전략 수립 ② 새마을운동을 통한 역량 강화 ③ 농가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역량 강화 부문 선도 시범사업 성공을 통한 새마을운동
의 지속성 확보로 설정되었고, 이 목표에 따라 3단계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1
단계에서는 목표 ①에 대응하여 강원대학교, 연세대학교, 글로벌 아그로 네트
워크가 공동 자문단을 구성하고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사업의 마스터플랜을 기
획하였다.75) 자문단은 또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3단계 시범사업의 실행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실행계획 심의 및 확정,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였다.
사업 2단계에서는 농촌공동체 역량 강화 목표에 맞추어 정부 관료, 마을 지
도자,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새마을운동중앙연수
원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였고, 농촌개발 관련 교육 연수 및 새마을운
동에 대한 세미나 워크숍을 조직하였다. 2단계 역량강화사업은 3단계 시범사
업과 연계되어 운용되었고 사업 종료 후에는 캄보디아 정부 주관하에 교육 대
상 지역을 확대해 운영되고 있다.
3단계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30개의 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별 농촌개
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시범사업의 목표는 농가 소득 증대, 생활환
경 개선, 공동체 역량 강화이며, 특히 소득 증대를 통해 만성적인 농촌 빈곤 퇴
치를 위해 시장 접근성 제고를 강조한다. 시범사업의 성공이 곧 새마을운동사
75) KOICA Cambodia Office(2019);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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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성공이며 향후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한다
는 측면에서 전체 사업의 핵심이다.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자문단에서 새마을운동사
업수행 적합도를 구성하는 15개 항목을 5점 척도로 평가하고 합산한 총점을
시범사업 대상 마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깜퐁 스푸
(Kampong Speu), 따께오(Takeo), 뜨봉 크뭄(Tbong Khmum) 주의 30개
마을을 시범 마을로 선정하였다. 자문단은 선정된 시범 마을에 대해 예비조사
에 이어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사업 가이드라
인과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선정된 시범 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과
정을 통해 사업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마을 상황과 제반 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사업 내용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자발적으로 수립된 세부 사업과 실행계획
은 자문단과 농촌개발부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면 수정 제안과 함께 다시
주민 회의에 회부되고,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처럼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사업은 주관 기관에 의해 사전 확정된 표준계획이 전체 마
을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내에서 주민들이 세부
사업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3단계 시범사업 실행계획은 크게 소득 증대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역량
강화사업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각 영역 내 세부 사업 항목과 비중은 참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확정되었다(표 4-2). 영역별 예산도 탄력적으
로 배정하여 소득 증대사업에 예산의 40~60%를 배정하고, 생활환경 개선사업
과 역량강화사업에는 각 30~50%와 10~30%를 배정함으로써 최종 실행계획
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체 사업이 포괄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이끌었
다. 사업 첫해에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는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사업의 혜택을 체득하여 여타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
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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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구조
사업영역

시범사업
생산 기반 시설
농작

소득 증대

농업기술훈련
마케팅
소액 신용금고
기타
생활 기반 시설

환경 개선

교육 기반 시설
보건위생
기타
새마을정신 함양

역량강화

소규모 관개시설(농수로 건설 및 보수, 못 건설), 소규모 저수지 건설
채소/가축/양어, 유기농, 고품질 다품종 농업
축산 및 작물재배 기술 훈련, 목공 기술 훈련
농산물 마케팅, 농산물 시장정보 접근성, 마케팅센터 등
암소금고, 미곡금고 등
작물 다양화, 양잠, 기업 지원, 농기계 제공, 수공예 등
마을 도로 개선, 부엌 개선 등
유아원 및 초등학교 설립 등
수조 및 식수 시설, 양수 시설 및 화장실 등
소규모 사원 건립 등
주민 자조, 협력, 자립 교육 등

리더십 개발

선진 농민 방문, 마을 지도자 양성 교육 등

농민 조직 결성

농민협동조합, 여성회, 마을 신용위원회 등

자료: KOICA Cambodia Office(2019); KOICA/Ministry of Rural Development(2017), pp. 119~120.

실제 시범사업 추진 상황과 사업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범 마을 30개 중 각
주에서 무작위로 1개 마을씩 총 3개의 시범 마을, 즉 깜퐁 스푸 주 소봉 루
(Sovong Leu) 마을, 따께오 주 짬파(Champa) 마을, 끄봉 트뭄 주 르비어 또
웃(Lvea Touch) 마을을 선택하여 마을발전위원회 위원, 촌장 및 지역 공무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형식의 조사를 실시하였다.76) [표 4-3]에서 나타나
듯이 시범 마을 모두 [표 4-2]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새마을운동사업을 계획하
고 집행하였다.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KOICA와 농촌개발부가 주관하는 새마을운동중앙연
수원 교육이 중심 사업이 되면서 마을에 따른 차이 없이 사업이 집행되었고, 소
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부문에서는 세부 사업 내용과 예산 배분 측면에서 마
76) 현지조사는 캄보디아왕립학술원(Royal Academy of Cambodia) 끼 스라이왓(Ky Sereybath) 교수
연구진이 2020년 8월 20일 짬파 마을, 2020년 8월 21일 소봉 루 마을, 2020년 8월 31일 르비어 또웃
마을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이하 본문에 인용되는 자료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모두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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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자율성이 발휘되었다. 특히 생산기반 시설 사업과 농작물 사업 내용에서
마을의 자원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주민들의 선택을 확인할 수 있다.
소봉 루 마을의 경우 사업 1차 연도에는 예산 2만 달러를 빈곤 가구 대출, 화
장실 건축과 같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비료금고사업에 투입했다. 비료
금고 사업은 소액금융 사업으로서 참여 주민들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대
출 형식으로 비료를 구매하여 생산량을 증대한 다음 낮은 금리로 상환하는 방
식이다. 비료 투입은 낮은 생산성을 단기간에 인상하여 소득 증대로 연결하고,
원금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득 증대의 가장 기본
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짬파 마을과 르비어 또웃 마을도
비료금고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료금고 외에도 종자금고, 농약금고, 암소금고 등 저금리 대출 형식으로 자
본 투입이 요구되는 생산요소를 확보하는 소액 신용금고가 핵심사업으로 운영
되고 있다. 소액 신용금고 사업은 기존 소액금융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부채
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농작물 다양화와 생산량 증대를 뒷받침하였다.

표 4-3.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사례
소봉 루

짬파

르비어 또웃

생산 기반 시설

비료창고, 양식장

저수지, 농수로, 비료창고

농수로, 저수지

농작

양식, 채소 재배

양계, 메기 양식, 버섯,
오이 재배

쌀 생산 증대

농업기술훈련

25명 파견

36명 파견

17명 파견

마케팅

유통 단계 축소

시장 접근성 강화

채소 판매망 확보

소액 신용금고

가계대출, 비료금고

비료금고, 종자금고

암소금고, 비료금고,
농약금고

기타

-

직조

양돈

생활 기반 시설

마을 도로 건설

하수 시설 건설

배수로 건설

교육 기반 시설

-

학교 건축

-

보건위생

화장실 건축

화장실 건축

화장실 건축

새마을정신 함양

보건위생 교육

50명 교육

50명 교육

리더십 개발

지도자 역량 강화

마을발전위원회
위원 연수

마을발전위원회
역량 강화

농민 조직 결성

협동조합

판매조합, 여성회

여성회,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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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연도에는 저수지, 농수로와 같은 생산기반 시설 구축에 예산이 투입되었
고, 마을마다 특화 작물 재배와 양식 혹은 양계와 같은 소득 증대사업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2차 연도부터 전년도 성과에 따른 추가 예산이 차등 지원되었는
데, 짬파 마을과 르비어 또웃 마을은 최우수 마을에 선정되었고 소봉 루 마을은
우수 마을에 선정되어 기본 예산 2만 달러에 각각 2만 달러와 1만 달러를 추가
로 배정받았다. 추가 배정된 예산은 기존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데 투입되면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견인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3차 연도에는 마을
도로, 하수 시설처럼 예산 규모가 큰 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었다.
이처럼 마을마다 소득 증대사업과 환경 개선사업을 예산 규모에 맞춰 순차적으
로 편성하여 진행함으로써 단기간에 사업 효과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표 4-4.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재정 지원
연도
1차 연도
2015.9~2016.8
2차 연도
2016.8~2017.8

3차 연도
2017.9~2018.8

평가 집단

마을(개)

지원액(달러)

A

30

2만

A

5

4만

B

8

3만

C

17

2만

A

5

4만~8만

B

8

3만~6만

C

17

2만

자료: Ibid.,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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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주요 성과
새마을운동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는 1~2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3단계 시
범사업에 대한 평가로 나눌 수 있다. 1~2단계 사업은 모두 목표를 달성한 것으
로 파악된다. 우선 새마을운동사업 모델의 제도화에 포함되는 두 가지 지표, 즉
새마을운동 담당 조직 설립과 사업 성과 평가 시스템 개발, 그리고 농촌개발 전
략 수립, 즉 새마을운동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은 사업 개시를 위한 선결 사업으
로서 사업 초기에 달성되었다. 농촌개발 역량강화 부문의 핵심사업인 새마을운
동중앙연수원은 2017년 8월에 준공되었다. 강의실, 강당, 기숙사,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연간 최대 4,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을 구축하
였다.77)
1~2단계 사업은 KOICA 주관 사업으로서 3단계 사업에 선행하여 완성되어
야 했고 목표물 산출이 곧 성공의 지표가 되는 성격의 사업이다. 새마을운동사
업의 성공 여부는 3단계 사업, 즉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로서 농
가 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역량 강화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한 시범
사업들의 성과에 의해 결정된다. KOICA가 평가하고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소
득 증대 영역에서는 30개 마을에서 총 270개의 사업이 진행되어 목표치의
122.2%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생활환경 영역에서는 총 269개 사
업이 107.9%의 성과를 거두었고, 역량 강화 부문 사업 200개는 115.3%의 성
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먼저 소득 증대 부문을 보면, 농가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쌀 생
산량이 새마을운동사업 전 헥타르당 평균 2.01톤에서 사업 종료 후 2.49톤으
로 증가해 24%p 증가했다.78)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평가에 따르면 비료금
고와 농약금고 설립, 그리고 저금리 대출사업이 쌀 생산량 증대에 크게 기여한
77) KOICA Cambodia Office(2019).
78)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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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르비어 또웃 마을에서는 첫해에 전체 176가구 중
74가구가 비료금고에서 195포대를 대출한 뒤 매년 대출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2020년 현재 394포대로 늘었다. 이는 마을 전체가 쓸 수 있는 양이다. 마찬가
지로 농약금고의 제초제 대출도 기준연도 20통에서 시작해 2020년 현재 78통
으로 증가했다.
쌀 생산 외에도 작물 다양화사업에 따른 채소 재배, 그리고 축산, 양계, 양잠
등 기타 소득원이 발생했고, 시장 접근성을 강화한 결과 생산물 매도 가격이 상
승하면서 농가 소득도 증가했다. 예를 들어 짬파 마을은 종자금고를 통해 채소
재배 면적을 늘려 건기 기준 1일 6톤의 생산량을 달성했다. 특히 버섯 재배를
특화해 1일 평균 생산량이 10kg에서 30kg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양계
사업도 확장되어 1차 연도에 일곱 가구가 참여한 이후 수익성이 확보되자 3차
연도에는 20가구로 늘어났다. 암소금고는 여섯 필로 시작해 다섯 필이 추가되
었다. 르비어 또옷 마을의 경우에도 암소금고가 다섯 필에서 시작해 현재 총 열
한 필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다양한 소득 증대사업의 결과로 농가 총소득은 가구당 사업 개시
전 연간 577달러에서 사업 종료 후 1,635달러로 무려 283% 증가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캄보디아 정부가 설정한 빈곤 기준에 따른 최저 빈곤(ID POOR 1)
과 차상위 빈곤(ID POOR 2) 인구 비중은 사업 전 10.3%와 7.7%에서 사업 후
5.4%와 8.7%로 변화했다. 최저 빈곤 인구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시범 마을 전체 주민의 9.3%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났다.79) 저수지와 농수로
등 생산기반시설은 대체로 사업 3차 연도에 시공되었기 때문에 소득 증대에 대
한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생산기반시설이 사업 종료 후
본격적인 생산요소로 작용하면서 생산성 증대를 이끌게 되면 새마을운동사업
의 소득 증대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79)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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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봉 루 마을의 메기 양식 사업처럼 개별 마을의 개별 사업에서는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한 사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가구 소득
이 목표치를 넘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새마을운동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도와 기대감도 함께 상승했다. 소봉 루 마을의 경우 사업 첫해에는 전체 134가
구 중 90가구만 사업에 참여했지만, 가시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나자 이듬
해에 나머지 44가구 모두 사업에 참여했다. 이처럼 사업 초기 소득 증대 효과
가 사업의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서 소득 증대사업 비중을 크게 설정한
새마을운동사업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보건위생 부문에서 모든 시범 마을들이
화장실 건축을 우선 과제로 선택한 결과 마을 내 화장실을 보유한 가구 비중이
57.6%에서 95%로 증가했다. 다만 안전한 식수 사업은 42.9%에서 44.6%로
증가하는 데 그쳐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는데, 사례 조사 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안전한 식수 사업은 주민들이 선택한 우선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으로 풀이된다.80)
생활환경 개선 부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소봉 루 마을의 마을 청
결 사업이다. 소봉 루 마을에서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교육을 실시
했는데, 이후 마을발전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주민의 80%가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고치는 효과가 있었다. 주민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마을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모였다. 캄보디아 농촌에서는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없어 쓰레기
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민들의 자발적 문제 제기
와 적극적인 참여만으로 계획에 없던 사업이 추가되었고, 별도의 예산 투입 없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소봉 루
마을이 ‘깨끗한 마을로 변화하여 다른 마을들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드러냈다. 주민을 조직하고 참여하도록 이끄는 ‘참여형’ 새마을운동
사업이 낳은 추가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80)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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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과 지방정부
에서 제공하는 교육, 연수, 훈련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르비어 또웃 마을의
사례를 보면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역량강화교육에 주민 50명
이 참가하였고, 끄봉 트뭄 주정부 농촌개발과에서 주관하는 역량강화훈련에
25명, 양돈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는 4명, 그리고 이웃 시범 마을 참관에 40명
이 참가하는 등 예전에 없던 각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하였다. 교육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교육 내용이 훌륭하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시범 마을 주민들의 평가에 따르면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 외에도 새마을운
동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시범사업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경험이 축적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사업수행 능력이 향상되는 선순환적인
효과가 발휘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자발적 역량 강화 효과는 ‘참여형’ 새마
을운동사업이 창출하는 성과로 새마을운동사업의 강점을 부각시킨다.
새마을운동사업의 성과는 주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소득 증대는
곧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었다. 가구당 식품 소비액은 기준연도 연 450달러
에서 1,051달러로 늘었고, 교육비 지출도 연 295달러에서 395달러로 늘었
다.81) 생활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주민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화장실 건
축을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로 꼽았는데, 화장실이 없었던 주민들에게 화장실은
성과지표에서 표현될 수 없는 삶의 질적인 변화를 선사했다. ‘정말 화장실이 제
일 좋았다’라는 소봉 루 마을 주민의 말에서 소득 증대사업과 생활환경 개선사
업 성과를 통해 농촌개발사업만이 제공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선명하
게 확인되었다.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사업은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

81)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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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생산기반시
설 구축, 소액 신용금고를 통한 자본 투입체계, 기술교육훈련 중심의 역량강화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도화함으로써 현재 마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여
전히 작용하고 있다. 사례 마을에서는 현재 생산기반시설이 완공된 상태에서
소액 신용금고는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확대되어 있고, 역량 강화 교육
과 사업 경험을 통해 주민들의 의지와 자신감도 축적되어 있다. 새마을운동사
업은 소모성 사업을 지양하는 대신 이처럼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물적 인프라
와 인적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함으로써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체계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
사업 종료 후 시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9%가 새마을운동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소득 증대와 같은 직접적인 사업의 성과, 지식과 정보 습득을 통한 역
량 강화, 축적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래 사업의 성공 가능성, 기존의 마
을금고들을 발판으로 한 사업 확대 등을 꼽았다.82) 이와 같은 주민들의 압도적
인 만족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사업은 소득 증대, 생활
환경 개선, 역량 강화 영역에서 모두 양호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한국형 새마
을운동의 이전 적용 가능성(transferability)을 검증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의
효용성을 증명하는 성과를 얻었다.

다. 성공요인
1) 진단과 전략: 사전 조사와 주민 참여형 계획 수립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사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우선 캄보디아 농촌 상황에 대
한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발전전략, 그리고 전략 수립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82)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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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을 수 있다. 발전전략 수립과정은 사업의 첫 단계인 시범 마을 선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시범 마을 선정 기준을 설정한 후 후보 마을에 대한 사업 수
행 적합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마을 규모, 소득 수준, 참여 수준, 연령 구조, 지
리적 위치, 거주 형태, 농업 구조, 기반 시설, 생활편의시설, 농민 조직, 범람 기
간, 기존의 마을 발전 프로젝트, 주민 만족도, 토질, 수자원 등 15개 항목에 대
해 5점 척도로 평가하여 30개 시범 마을이 선정되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할 잠재력이 가장 큰 마을들을 시범 마을로 선정한 것이다. 아울러 30개의
시범 마을의 분포도를 보면 깜퐁 스푸, 따께오, 뜨봉 크뭄 3개 주에서 각 10개
씩 선정되었는데, 주목할 부분은 6개 군, 7개 면/읍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마을들 사이에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 예산
인센티브를 놓고 경쟁심도 작동할 수 있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결과이다.
시범 마을 선정 후에는 각 마을에 대한 예비조사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실행계획 초안을 도출하였다. 예비조사는 농지 면
적, 생산과 판매 현황, 거주 및 이주 상황, 제약 여건 등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
하였고, 기초조사는 가구별 생계 상황, 마을 금융 제도, 에너지 상황, 식수 및
보건위생 상황, 마을 내 사회적 자본 등 추가 정보를 확보하였다. 실행계획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의 가용 자원과 역량, 그리고 제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되었다.
수립된 실행계획은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후보 계획으로
제시되고, 주민들은 공개토론을 통해 내용을 수정한 후 전체 동의를 얻어 최종
계획으로 채택된다. 이러한 참여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사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됨으로써 주인의식과 함께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는다. 마을발전위원회
지도자들과 주민들은 모두 실행계획 수립과정을 자세히 언급하며 농사와 마을
발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 결국 새마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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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짬파 마
을의 한 주민은 발전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난 후 ‘우리가 만든 계획이니 결
과가 좋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주민 참여형 실행계획 수립은 새마을운동사업의 이전 적용 가능성 문제, 즉
한국의 경험을 다른 지역 다른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언제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모델이 아니
라 대상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 상황과 참여자들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
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이양은 사업 대상 지역
에 대한 면밀한 조사, 그리고 맞춤형 전략 수립과 실행의 주체로서 주민들의 적
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사업은 사업 대상 마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그에 기초한 상황 진단, 그리고 주민 참여형 실행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마을별 맞춤형 목표와 최적의 전략을 구성하여 사업 성공의 가능
성을 극대화하였다.

2)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① 농업생산 기반 구축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사업은 비록 단기 사업이지만 장기적으로 농업생산 증
대가 지속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농촌개발사업이 되었다.
참여 주민들의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생산성 증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비
료금고를 포함한 소액금융 사업이었다. 비료를 쓰면 소출이 는다는 것은 누구
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동안 이용 가능했던 미소금융은 금리가 높아 부채에 대
한 부담이 컸다. 실제로 미소금융의 고금리와 그로 인한 농민 부채 문제는 농촌
빈곤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사업을 통해 조성된 비료
금고는 주민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와 공동구매에 따른 가
격 인하 효과까지 더해 많은 주민들이 비료를 생산에 투입할 수 있었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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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산량 증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단발성 저가 공급이 아니라 유상 대출
형식을 취함으로써 마을의 항구적인 생산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다. 아울러 발
생한 이익을 관리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
는 체계도 갖추었다. 소액금융 사업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범사업 참여 마을
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시설로 자리 잡았다.
캄보디아의 농업생산 환경은 기온이 높고 수자원이 풍부해 이론적으로는
3모작이 가능하지만, 건기 경작에 필수적인 관개시설이 부족해서 관개 경작지
비율이 전체 경작지의 7%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개시설 구축은 장기적
으로 농업 생산성을 증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을들은 모두 관개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농수로와 저수지 등 기본적인 관
개시설 구축에 예산을 투입했다. 비록 관개시설 사업은 대체로 사업 마지막 해
에 예산을 배정해 사업기간 내에는 직접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
지만, 완공 후 마을의 핵심 기반시설로 사업 종료 후에 생산 증대 효과를 발휘
하면서 마을 발전에 대한 새마을운동사업의 기여도를 추인했다.

② 시장 및 유통체계 개선
시장에 대한 정보와 접근성 부족은 캄보디아 농촌 저발전 문제의 주요 원인
으로 지적되어왔다. 유통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농민들은 중
개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낮고 불안정한 가격이 농가 소
득을 결정하는 구조가 지배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사업은 이와 같은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해 시장과의 연결을 핵심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 형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개별 마을 단위
에서 단기간에 기존의 유통구조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것
은 극히 어렵다. 시범 마을들은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방편으로 먼
저 협동조합과 판매조합을 조직하였다. 주민들은 조합을 설립하여 중개인들과
의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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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하여 공유함으로써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다. 주민들은 조합 설립
에 따른 혜택 가운데 가격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가격 안
정화는 생산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줄여 생산성 증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유
통체계 개선은 농촌경제의 기반을 강화한다. 현재로는 가치사슬 형성과 확대가
진행형 과제로 남아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요구된다.

3) 참여의 제도화
① 민관 협력체계 구축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사업의 강점은 공식 사업명에서 강조하듯이 ‘참여’에
있으며, 이때 참여의 주체가 농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관계
부서 관료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사업
구조는 정부에서 완성된 계획을 하달하고 주민들은 수동적으로 그 계획을 수행
하는 형태의 하향식 구조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
가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을 권고하거나 승인하는 형식의 환류 구조다. 이 환류
구조는 사업수행 단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며 작동한다. 정부는 역량 강화 부
문에서 교육과 기술 훈련을 담당하고, 시범 마을에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제
공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 즉 농민과 정부가 공히 참여하며 협력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방향 협력체계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수반한
다. 농민들의 관점에서 정부의 참여는 사업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안정성을
부여하고, 민관 네트워크는 사업 종료 후에도 소통 채널로 유지된다. 실제 사례
조사 마을들의 경우 새마을운동사업 종료 후에도 지방정부의 농촌개발 부서는
시범 마을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주요 업무로 유지하고 있었다.

② 주민 참여의 제도화
앞서 언급했듯이 새마을운동사업 실행계획 수립과정에는 주민 참여가 제도
적으로 요구된다. 마을 주민의 의견이 최종 실행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주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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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업 성공의 원동력이 되었다.
새마을운동사업은 실행계획 수립과정 참여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제도화했다.
첫째, 마을발전위원회는 주민 참여기구로서 사업 진행의 주체가 되었다. 마
을발전위원회는 캄보디아 농촌발전전략에 따라 이미 조직되어 있었지만, 수행
사업이 없어서 실제로는 휴면 상태에 있었는데, 새마을운동사업이 주민 참여기
구로 부활시키고 기존의 주민자치기구, 즉 마을 의회와 행정 조직 대신 사업 진
행의 주체로 만들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발전위원회는 새마을운동사업
을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으
로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마을발전위원회가 마을 공동 사안에 관한 논의의 주체로 유지
되고 있다. 예컨대 소봉 루 마을의 경우 사업 종료 후 여러 차례 마을 회의가 소
집되었고 전체 109가구 가운데 평균 70가구 이상 참석하고 있다. 인근 지역 공
장으로 출근하는 주민을 제외하면 거의 주민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들은 여성회, 청년회 등과 같은 자율조직을 결성하여 참여 기회와
경로를 확대했다. 자발적 조직 결성에서 기대되는 것은 개별 조직의 관점에서
마을 내 문제 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성과도
있지만, 조직이 확장됨으로써 사업에서 소외되는 구성원이 최소화되는 것이
다. 어떤 조직이든 일부 구성원들이 마을발전위원회에 동시에 참여함으로써 모
든 구성원들이 마을발전위원회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효과도 발생했다. 자율
조직의 또 다른 장점은 마을 전체 가구수가 제한되어 있고 구성원들간 혈연관
계가 많아서 조직화 자체에 있기보다는 구성원들간 대화의 주제를 마을 발전으
로 수렴하고 집단적 노력을 배태한다는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례조사를
실시한 마을에서도 모두 여성회 등과 같은 조직들이 만들어졌는데 소액 금고
이용, 역량 강화 교육, 기술 훈련, 농수로 완공 후 예상 혜택, 이웃 시범 마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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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등 새마을운동사업 전반에 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사업의 주체
로서 인식하고 협력하도록 이끌었다.
셋째, KOICA에서 지원하는 사업 예산에 대해 주민들이 최소 30% 이상 대
응 자원을 기여할 것을 의무화했다. 주민들은 현금, 노동, 토지, 기타 자원 등을
유상 제공함으로써 가용 자원을 극대화하는 한편 가치를 환산하여 최소한의 편
익을 담보함으로써 확고한 주인의식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르비어
또웃 마을의 경우 사업 1차 연도에 주민들은 현금 6,498달러를 출자하여 대출
기금을 조성하였고, 2차 연도에는 1만 8,238달러에 달하는 노동과 기타 자원
을 사업에 투입하였다. 3차 연도에는 2만 5,609달러 상당의 개인 사유지가 사
업 용도로 제공되었다. 3년 동안 르비어 또웃 마을 주민들은 새마을운동사업
전체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자원을 기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여에 참여
한 주민들은 새마을운동사업을 자신의 이익과 직결하면서 사업 성공을 위해 적
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었다.83)

③ 주민 역량 강화
농민의 농업 지식과 기술은 생산 증대에 필수적인 무형의 생산요소이다. 낙
후된 농업 환경에서 투입이 감소하면 산출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기
술도 감소한다.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생산 현장에 자원만 투입되어서는 성과
를 담보할 수 없다.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사업은 캄보디아 농민들의 농업 지식
과 기술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건
립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역량 강화 기반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
였다. 아울러 지방정부도 수요 중심 기술 지원 역할을 맡아 주민들의 역량 강화
에 참여하도록 연계했다.
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의 평가는 아주 긍정적이었다. 예상보다 많은 지식과

83)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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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습득했으며 실제 생산에 적용해 효과를 크게 보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육과 훈련을 통한 지식과 기술 습득은 장기간 지속되는 자산이다. 새마을운
동사업은 단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역량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생산
증대와 소득 증대에 장기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새마을운
동중앙연수원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은 사업 종료 후 캄보디아 정부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서 교육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4)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 성과 관리의 체계화
시범 마을의 사업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정부의 농촌개발
과는 마을별 매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고, KOICA와 농촌개발부는 공동
으로 분기별 1회 점검을 제도화하였다. 월 1회 정기 점검은 마을별 사업 성과
와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였고, 분기별 점검은 사업 성과, 진행 과정, 적정성,
효율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는 예산 배정에 차등 반영된다. 정기
점검 제도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도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들의 요구와 건의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업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사업은 참여의 원칙과 더불어 경쟁의 원칙도 포함하고
있다. 주기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시범 마을에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마을
간 경쟁을 유도하여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1차 연도 평가 결과에
따라 30개 시범 마을 가운데 최우수 마을 5개, 우수 마을 8개를 선정하여 2차
연도 예산 배정에서 최우수 마을에는 100% 추가 지급, 우수 마을에는 50% 추
가 지급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였다. 3차 연도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1차 2차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은 마을은 3차 연도에 최대 8만 달러
가 지원되었던 데 반해 1차와 2차 모두 하위 그룹에 속한 마을은 3차 연도에도
2만 달러가 지원되어 지원 총액이 6만 달러에 그쳤다. 이처럼 평가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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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예산 차이가 컸기 때문에 실제로 마을간 경쟁 심리가 작동되었고, 특히 인접
한 마을간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짬파 마을 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옆 마을과
바로 붙어 있어서 (사업)결과를 계속 비교하게” 되었고, 그래서 “잘하고 싶었
다”고 전했다. 실제 짬파 마을은 평가 결과 최우수 마을에 선정되는 성과를 발
휘했다. 결과적으로 경쟁의 원칙은 사업의 연속성과 함께 성공적인 성과를 확
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 소결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사업 성공의 관건은 새마을운동의 이전 가능성
(transferability)에 있었고, 그 가능성은 사업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통해 확인
되었다. 사전 주조된 한국형 모델을 캄보디아 농촌 현실에 그대로 투입하는 대
신 면밀한 사전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구성한 후 다시 주민들
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장 상황에 최적
화된 새마을운동사업이 완성될 수 있었다. 사업 현장 마을의 자원과 여건, 역량
과 한계가 반영된 사업계획은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였고, 주민들은 사업계
획 수립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서 사업의 성공을 견인했다. 요컨대 농촌 주민들을 사업의 대상으로 고정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구성하고 집행하는 주체로 전환한 ‘참여형’ 전략
이 캄보디아 사업 성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민 참여형 사업의 맹점은 주민들의 역량이 미흡하거나 주민들이 단순한
수혜 사업으로 수용할 경우 소기의 성과 목표는 물론 사업의 지속성을 달성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궤도를 유지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주민 참
여형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강화한 것도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사업의 중요한 성
공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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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새마을운동사업은 특정 생산기반 혹은 생산요소에 집중하는 여타
개발협력사업들과 달리 다양한 생산요소와 생산기반에 재원을 투입하는 다각
적이고 포괄적인 농촌발전전략이다. 그 결과 단기간 소득 증대와 함께 생활환
경 개선사업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얻음으로써 농촌 빈곤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사업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였고, 동시에 참여 주민들에게 사업의 효용성을 증
명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자립형 소액금융 사업, 농수로와 저수지 등 관개시설 구축 등
재원이 투입된 세부 사업들은 항구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주민 역량강화사업 또한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의 토대를 구성하는 핵심사업
으로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설립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성하여 지식
과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 증대와 소득 증대를 담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현재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은 캄보디아 농촌개발부가 운영하면서 교
육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하고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로써 역량강
화사업은 새마을운동사업의 지속성과 더불어 추후 사업과의 연속성까지 확보
하는 성과를 추가했다.
캄보디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새마을운동사업의 성과를 근거로 향후
포괄적 참여형 농촌개발사업에 주력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마을운동사
업은 앞서 언급한 성공 요인과 함께 축적된 경험에 보완책까지 더해진다면 캄
보디아 농촌발전 목표에 부응하는 최적의 개발협력사업 모델로 그 역할을 완수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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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농촌 주민 역량강화사업
가. 사례 소개
1) 사업 배경
인도네시아에서 농업은 전체 GDP의 14%를 차지하며, 인구의 약 절반인
46%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농업은 그 비중과 의존도가 높은 주요 산업
이라고 할 수 있다.84) 그러나 우리나라로부터의 인도네시아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개발협력사
업의 수나 지원금의 양 모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85) 인도네시아에서 2000년
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로부터의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게 된 주요 원
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86) 첫째는 2012년 양국 사이에 체결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때문으로, 당시 인도네
시아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개발협력에서 농업 외 분야(교통, 공공행정, 환경보
호, 수자원 관리)에 대한 수요를 보였고, 이후 교통 인프라 구축, IT를 활용한
공공행정,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 집중적인 협력이 이뤄지며 농업에 대한 지
원의 기회가 축소되었다. 둘째는 2004년 남아시아 지진해일을 비롯한 수차례
의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한 재난 지원 수요 때문으로, 2000년대 중후반과
2010년대 초반의 무상원조와 개발협력사업이 재난 지역의 인프라 복구와 재
건, 안전 및 방재 분야에 집중되어 농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
했다.
84) 조유선(2017), p. 8.
85) 권율 외(2012), p. 117.
86) 세계은행은 농업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① 상품가격의 하락과 수혜국의 이윤 감소 ② 농업
이외의 이슈에 대한 ODA 수요 증가 ③ 다양한 분야에서 위기에 대한 긴급 수요 발생 ④ 수혜국 지원에
대한 공여국 농민들의 반대 증가 ⑤ 화학비료 사용 등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반대 증가 등을 제시한다
(권율 외 2012,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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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아체와 북부수마트라를 강타한 남아시아 지진해일, 2006년 족자카
르타(Yogyakarta) 지진, 2009년 서부수마트라 지진, 그리고 2010년 족자카
르타 므라피(Merapi) 화산 폭발 등 빈번한 자연재해의 발생은 피해지역에서
학교 및 병원 건설, 해안 숲 조성, 수자원 개발 등 직접적인 복구 중심의 개발협
력사업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일부 지역에서 보건과 교육, 농업, 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사업을 파생시키기도 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2008년
‘인도네시아 아체주 농촌개발 및 아동지원 사업(국제옥수수재단)’, 2009년 ‘인
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반툴 군 KOICA 주민인적자원 개발센터(한국해외봉사단
협의회)’, 2011년 ‘인도네시아 웨스트수마트라 지진피해지역 학교, 식수 및 농
업지원(한국제이티에스)’ 등의 개발협력사업이 지진 피해지역에서의 후속사업
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사례로 소개하게 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대학기반 지역개
발 역량강화(성공회대학교)’사업은 2006년 5월에 발생한 족자카르타 지진피
해 지원을 위해 2007년 국내의 한 지자체의 조사원으로 현지조사에 참여한 경
험이 있었던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하재훈 연구원의 현지파견을 계기로 시
작될 수 있었다. 그는 2012년 농촌 지역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족자카르타를 다
시 방문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당시 족자카르타 지역은 지진과 화산폭발로 인
한 피해 복구 이후 주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개발 수요가 높았고, 주정부도
사회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농촌마을을 사업 대상지역으로 추천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87) 한편 성공회대는 민주주의연구소의 새마을운동
연구 경험과 아시아비정부기구학 과정의 아시아 현장에 대한 관심을 통해 농촌
공동체 개발,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 등의 실천적 국제개발협력사
업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인 연구원의 현지 체류 및 지역연
구의 기회, 재난 복구 이후의 농촌개발 수요, 그리고 대학의 실천적 국제개발협
력사업 관심의 이해가 맞물리며, 성공회대는 2012년 현지조사와 협력기관 물
87) 하재훈, 오유석(2012), pp. 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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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
년 동안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역에서 대학 기반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수행
하게 되었다.

2) 사례 선정의 이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대학기반 지역개발 역량강화(성공회대학교)’ 사
업은 인도네시아의 자생적 지역사회 개발과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선순
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족자카르타주 6개 지역에서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마을
기업 설립과 운영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대학에서 지역사회 개발 전문가 양
성을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례를 인도네시아의 개발협력 성공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수행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가운데 근래에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었기에 최근 개발협력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사례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00년대 말 우리나라로부터 인도
네시아의 재난피해 지역에서 복구 이후 진행된 여러 농촌개발사업들은 대부분
1년 내외의 단기 사업이었으며, 그 내용도 아동 및 학교, 식수 지원과 병행되는
물질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자립을 통한 지속가
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2010년대에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비중은 더욱 감소하여, KOICA 프로젝트 및 민관협력사업 기준으
로 수행된 사업은 4건밖에 되지 않았다.88) 그 가운데 단년도 사업인 ‘연중 딸기
생산용 컨테이너 스마트팜 개발(2018)’을 제외한다면, 가장 최근에 장기간 수
행된 유일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 사업은 총 5년 동안 동일 지역에서 동일 기관에 의해 2차례에 걸쳐
88) 본 연구 사례를 제외하고 2010년대에 수행된 사업은 ‘인도네시아 중부 칼리만탄 지역 농업개발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2010~2015)’, ‘인도네시아 웨스트수마트라 지진피해지역 학교, 식수 및 농업지원
(2011)’, ‘연중 딸기 생산용 컨테이너 스마트팜 개발(2018)’이다. 인도네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내역은 KOICA 통계조회서비스(http://stat.koica.go.kr)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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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개발협력 사례이다. 특히 성공 사례로 소개하게 될 2단계 사업의 신규
마을기업 사례의 경우, 이전에 진행된 1단계 사업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기존
의 마을기업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따라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 기존 마을기업과 신규 마을기업, 그
리고 신규 마을기업들 간의 사례 비교를 통해 사업의 실패 및 성공요인을 찾아
내기 용이하며, 인도네시아의 농촌개발사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발견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셋째, 이 사업은 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들 가운데 대학에 의해 주도된 사업
으로서의 특수성을 가지며, 개발협력 분야에서 대학의 참여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의 주체가 된 성공회대는 인
문사회과학 연구 강점을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NGO, 아시아비정부기구학, 사
회적 기업, 협동조합, 실천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학생 교환 프로그램과 아시아 시민사회 교육네트워크(CENA: Civilsociety Education Network in Asia)를 통해 아시아 여러 대학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대안적 교육에 대한 지향과 대안적 방식의
국제개발협력의 모색은 현지 협력기관 및 대학의 역량강화와 참여 유도, 대학
의 교과과정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상호 발전을 유도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부차적일지라도 대학과 지역사회의 교류는 인도네시아의 도시 청년세대
와 농촌 기성세대의 격차 완화를, 그리고 양국의 기독교계 대학과 이슬람계 대
학 간의 교류는 문화와 종교 간의 상호 이해를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넷째, 이 사업의 신규 마을기업 사례는 인도네시아의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사업으로서, 소외계층의 사회 참여라는 성과를 통해 인도네시아
의 여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0년대 이래 농촌 여성의 빈곤 해결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인도네시아
커뮤니티 역량강화 프로그램(PNPM: Program Nasional Pemberdayaan

제4장 포용적 지역개발사업 사례 연구 • 121

Masyarakat - Mandiri)과 끄짜마딴 운동(KDP: Kecamatan Development
Program)이 시도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PNPM과 끄짜마딴 운동이 경제적으로는 빈곤
층의 소득 증대와 역량강화에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다수 여
성을 소외 및 주변화시키고 시장경제 체제를 강화시킨 부작용이 있었다고 평가
한다.89) 이 사업도 상당부분 인도네시아의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나타
나는 한계와 문제점을 답습하였으나, 부분적일지라도 일부 마을기업 사례에서
농촌 여성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참여의 양상을 보이며 진일보된 성과
가 발견되었다.
다섯째, 이 사업의 주된 활동 가운데 하나인 마을기업 육성은 인도네시아 정
부의 마을소유기업(BUMDES)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2014년 출범한 조코위(Joko Widodo)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중기
개발계획(RPJMN)90)을 통해 식량자급률 향상, 빈곤 해결, 농촌개발, 지역간 격
차 완화 등을 목표로 농업생산력 증대와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가공 산업의 발전
을 꾀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 농작물 활용 특산
물 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의 작물을 활용하여 농촌의 발전 잠
재력 개발과 자생력 증진을 유도하였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
및 조율을 통해 마을기업의 육성을 도왔다. 따라서 이 사업은 수혜국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사례로서 그 성패요인 분석의 의의와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89) 김은경, 김경주, 이영인(2012), pp. 227~229; 최인아(2016), pp. 115~120.
90)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골자로 하는 이 계획안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의거하며 지역적으로 자바 외곽도서와 동부지역을 중점 개발 지역으로 선정한다. 섹터별로는 식량·에
너지 주권 확보, 해양 개발, 문화·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을 주된 개발 섹터로 하며,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과 안보, 법치, 민주주의, 관료주의 등의 개혁을 추
진하고자 한다(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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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소개
하재훈 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족자카르타 지역의 농촌은 경제적으로 낮은
농가소득과 청년층의 부재, 농민의 상업적 의식과 기술 부족 등으로 농업경제
의 선순환이 어려웠으며, 사회적으로는 청년층의 도시 이탈과 농촌 여성에 대
한 소외와 불평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91)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공회
대는 마을 내부에 존재하는 협업적 공동체 문화를 강화시키며, 더불어 수평적
관계, 상호 배움, 쌍방향의 민주적 거버넌스에 기초하는 대안적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여, 주민 스스로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발전시키도록 지원하
였다. 그리고 이렇게 설립된 마을기업을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공동체의 유
대감 강화, 그리고 여성과 청년 등 소외계층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표 4-5.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농촌 주민 역량강화사업 개요
사업명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대학기반 지역개발 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마을개발을 통한 대안적 국제협력모델 구축

사업기간
사업대상

2013.01.01. ~ 2015.12.31.(1단계, 기존 마을사업)
2016.03.01. ~ 2017.12.31.(2단계, 신규 마을사업)
족자카르타주 6개 마을기업, 인도네시아이슬람대학교(UII) 국제관계학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NGO 사뚜나마(Satunama, 2013~2016),

협력기관

NGO 비나 스와다야(Bina Swadaya, 2016~2017),
인도네시아이슬람대학교(UII, 2013~2017), 가자마다대학교(UGM, 2013)

예산

1단계: 462,662,974원
2단계: 331,022,544원

총 5년간 진행된 성공회대의 사업은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업
시작부터 3년 차까지는 1단계 사업인 ‘인도네시아 족자 지역 대안적 개발협력:
지속가능공동체 지도자 교육훈련 사업(2013~2015)’으로 족자카르타 지역의
91) 하재훈 연구원 서면 인터뷰(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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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농촌마을에서 리더십 교육과 마을기업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2016
년부터 2017년까지는 2단계 사업인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대학기반 지역
개발 역량강화사업(2016~2017)’을 통해 여성들로 구성된 3개의 신규 마을에
서 마을기업 운영과 대학생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
개될 주된 성공 사례는 4~5년 차에 해당되는 2단계 사업의 신규 마을기업 사
례로서, 앞서 1단계 사업을 진행한 기존 마을기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
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① 마을개발사업
이 사업은 크게 마을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개발사업과 개발협력
정규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협력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마을개발사
업은 족자카르타 각 지역 총 6개 마을기업의 운영과 회원들의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였는데, 이 6곳의 마을기업은 2013년 1단계 사업부터 지원했던 기존 마
을기업 3곳과 2단계 사업에서 새로 설립되고 운영된 신규 마을기업 3곳으로
구성된다.
기존 마을사업은 3개 마을에서 각 마을기업 회원 40명씩 총 12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3년부터 총 5년간 활동 지원이 이루어졌다. 사업
1년 차에는 농촌 지도자 교육훈련 사업으로 3개 마을의 영농인, 수공업자, 청년
등으로 구성된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진행되었고, 2년 차부터
각 마을별로 주민들에 의한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졌다. 꿀론 쁘로고
(Kulon Progo) 군에 위치한 마을기업 A는 소 공동사육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2015년 이후 사업 아이템을 변경하여 지역 특산물인 코코넛 설탕(Gula Jawa)
과 카사바 가공식품인 슬론독(Slondok)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마을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 반뚤(Bantul) 군에 위치한 마을기업 B는
마을에 비어 있던 옛 시장 터에 식당가를 마련하고 장사를 원하는 회원들 및 상
인들에게 임대하여 상가를 운영하고 발전시켰다. 구눙 끼둘(Gunung Kid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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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위치한 마을기업 C도 염소 공동사육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염소 사
료 제작과 유기농 야채 재배 등으로 활동이 확장되었다가 2017년부터 회원
각자의 농업, 축산업, 수공업 지원을 위한 소액대출 사업으로 변경되어 진행되
었다.

표 4-6.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농촌 주민 역량강화사업 마을기업 개요
구분

기존 마을기업
(2013~17)

신규 마을기업
(2016~17)

기업명

지역

활동 및 생산물

마을기업 A

꿀론 쁘로고

코코넛 설탕,
슬론독 생산,
휴게소 운영

마을기업 B

반뚤

식당가 운영

마을기업 C

구눙 끼둘

염소 사육,
유기농 야채,
소액대출

마을기업 D

구눙 끼둘

바나나칩,
뗌뻬칩,
초콜릿 강정

마을기업 E

반뚤

바나나칩,
카사바 스틱,
땅콩강정

슬레만

바나나칩,
시금치스낵,
땅콩스낵,
름뼁 나시

마을기업 F

비고

▸1단계 사업
▸마을기업별 회원 40명
▸영농인, 수공업자, 공무원,
청년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2단계 사업
▸마을기업별 회원 10~15명
▸여성의 특산물 생산으로
특화

신규 마을사업은 3개의 마을에서 각각 15명 내외, 총 45명의 여성 회원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마을기업들은 대부분 농업과 가사를 담당하는 주부들
로 구성되어 지역의 작물을 가공한 스낵 및 특산물을 생산하는 활동이 이루어
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바나나를 튀겨 가공한 바나나칩(Kripik Pisang)을
생산하였고, 그 외에 각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작물을 특산물로 가공하여 생산
판매하였다. 구눙 끼둘 군에 위치한 마을기업 D는 뗌뻬칩(Kripik Tempe), 초
콜릿 강정(Ampyang Coklat)을, 반뚤 군에 위치한 마을기업 E는 카사바 스틱

제4장 포용적 지역개발사업 사례 연구 • 125

(Stik Singkong)과 땅콩강정(Ampyang Kacang)을, 슬레만(Sleman) 군에
위치한 마을기업 F는 시금치스낵(Peyek Bayam), 땅콩스낵(Peyek Kacang),
쌀 뻥튀기 과자와 유사한 름뼁 나시(Lempeng Nasi) 등을 각각 개발하여 생
산, 판매하였다. 이를 위해 성공회대 사업팀은 현지 NGO인 비나 스와다야
(Bina Swadaya)와 협력하여 생산작업장 마련, 장비 제공, 생산품 포장과 브랜
딩 디자인, 상품 홍보 등 물질적인 지원과 생산허가 취득, 할랄(Halal) 인증, 식
품가공 교육, 위생 교육, 마케팅 교육, 회계 및 관리 교육, 신제품 개발 및 타 기
관 견학 등 역량강화 활동을 수행하였다.

② 대학협력사업
마을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진행된 대학협력사업은 국제적 감각을 갖춘 지역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여 마을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인도
네시아의 자생적인 지역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성공회대는 협
력대학인 인도네시아이슬람대학교(UII: Universitas Islam Indonesia)의 국
제관계학과에 지역개발과 국제협력(CDIC: Community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과정을 개설하여 마을기업 육성에 지역의 대학
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CDIC 과정은 총 2학기에 걸쳐 진행되며 국제
관계학과 3~4학기(2학년) 과정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주로 수강하였다. 기초과
정(1학기)은 SDGs, 인권, 환경 등 개발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교육 중심으
로, 심화과정(2학기)은 성공회대가 지원하는 마을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다. CDIC 과정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1기
(2015~16) 27명, 2기(2016~17) 27명, 3기(2017~18) 20명 등 매년 20명 이
상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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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주요 성과
성공회대 사업팀은 사업 마무리 시점인 2017년 11월에 2단계 사업에서 지
원했던 신규 마을기업 모니터링에서 회원들의 성취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3개
마을기업에서 총 28명의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회원 각자의 수입과 능력, 자신
감, 시간관리, 여성 자립, 만족에 대한 개인별 성취 만족도와 마을기업의 수입
과 네트워크, 자립성, 그룹 멤버, 관계에 대한 그룹별 성취 만족도로 나누어 조
사되었다. 개인별 점수는 5점 기준 전체 회원 평균 3.7점, 그룹별 평균 점수는
3.5점으로 각각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사업 활동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7. 신규 마을기업 성취 만족도
개인별 성취 만족도
세부항목

전체 평균
(5점 만점)

수입

3.3

그룹별 성취 만족도
세부항목

전체 평균
(5점 만점)

판매 수입

3.3

네트워크

4.0

자립성

3.3

그룹 멤버

3.4

능력

3.4

자신감

3.7

시간관리

3.8

여성 자립

4.0

만족

4.0

회원간 관계

4.0

평균

3.7

평균

3.5

자료: AIDCT(2018a), pp. 868-869.

또한 신규 마을기업 운영에 대한 2017년 사업팀의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위험요소 관리도 잘
이루어졌다. 또한 정기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대상의 요구를 적절히 사
업에 반영했고, 마을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의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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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92)

표 4-8. 사업 운영 효율성 자체평가
세부항목

자체 평균(5점 만점)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이행

4.0

행정 여건 및 문제시 대응

4.2

사업 만족도

4.0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4.8

수시 컨설팅

3.5

교육훈련

3.8

모니터링

4.3

평균

4.1

자료: 위의 책, p. 877.

마을기업 회원들의 성취 만족도와 사업팀의 자체평가 결과는 개발협력사업
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간주되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
이며, 그 결과와 같이 신규 마을기업 사업이 전반적으로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러한 자체평가 결과만으로는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파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보다 합리적으로 사례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태도, 성과, 마을기업 운영의 형태, 회
원들의 인식, 개인 및 그룹의 변화 유무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사업 진행 당시 관찰된 회원들의 참여도 및 태도와 인식 변화, 사업
의 지속성 등 이 사업의 주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는 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92) AIDCT(2018b),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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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들의 참여도와 적극성
마을기업 사업에서 성공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
는 사항은 회원들의 참여도와 적극성이다. 이 중 참여도는 활동에 참여하는 회
원의 수와 업무량, 노동시간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신규 마을기업의 교육
훈련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는 모두 높다고 할 수 있는데, 2017년 기준 교육
훈련에 참석하는 마을기업 회원은 전체의 2/3 이상으로 상당히 참여도가 높았
다.93) 그러나 생산 작업에 참여하는 회원의 수와 참여도를 살펴보면 교육훈련
에서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사업 초기에는 모든 마을
기업에서 거의 대부분의 회원이 생산 작업에 참여했지만, 2017년 하반기 기준
으로 마을기업 E는 전체 15명의 회원 가운데 적극적으로 생산 작업에 참여하
는 회원이 5~6명 내외로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한 낮은 참여도를 보였다.94)
마을기업 F는 전체 15명의 회원들이 모두 생산 작업에 참여하였지만, 모두 일
주일에 하루 정도만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95) 이렇게 두 신규 마을기업에서 교육훈련 참여도에 비해 생산 작업
에 대한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교육훈련의 경우 보통 1~2주
에 한 번씩 진행되는 행사여서 회원들 시간의 얽매임이 적고 유익한 학습의 기
회로 여겨지는 반면, 생산 작업은 가사와 육아, 농사를 병행해야 하는 회원들에
게 적지 않은 시간상의 부담을 안길 뿐 아니라 마을기업 운영에 관한 책임까지
요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마을기업 D는 회원 10명 모두가 교육훈련은 물론 생산 작업에도 변함
없이 참여하여 다른 두 마을기업과 대조를 보였다. 이들은 마을에서 진행되는
교육훈련 등 일정에 거의 대부분이 참석하며, 마을 외부에서 진행되는 견학과
엑스포, 간담회 등의 행사에도 그 중요도에 따라 5~7명 이상의 회원들이 꾸준

93) AIDCT(2018a), pp. 515-559.
94) 위의 책, pp. 818-819, pp. 823-824.
95) 위의 책, pp. 84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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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참석하는 행태를 보였다.96) 생산 작업에서도 마을기업 D는 높은 참여도
를 보였다. 2017년 하반기에 시행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회원 1명을 제외
한 모든 회원들이 일주일에 3~5일 정도 공동으로 생산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나 마을기업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확인된다.97) 이처럼 생산
작업에서까지 나타나는 회원들의 높은 참여도는 이들에게 마을기업과 관련된
활동이 사적인 일이나 다른 일정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보여주며, 마을기업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애착,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을기업 활동에 임하는 회원들의 적극성
이다. 사업팀은 2016년 8월에 3곳의 마을에서 신규 마을기업이 조직된 이후,
초기 자본을 투입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재료와 집기들(조리 도구, 스토브,
포장용기)을 지원함과 동시에 바나나칩 생산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 각 마을
기업들은 바나나칩 생산을 시작으로 자체 수익을 올려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유
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6년 9월에 모든 신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바나나칩 제조 교육이 진행
되었고, 두 달 뒤인 11월에는 다양한 맛의 바나나칩을 실습하는 교육이 진행되
었다. 이후 바나나칩의 개발 양상을 살펴보면 마을기업 F는 기본적인 고소한
맛과 설탕을 입힌 단맛 두 종류로 제품을 개발시켰고, 마을기업 E는 고소한 맛,
단맛, 시즈닝을 입혀 만든 옥수수맛과 바비큐맛 등 네 종류를 개발시켰다. 이
가운데 제품의 다변화에 가장 적극성을 보인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D이다. 이
들은 바나나칩 실습 교육에서 배운 단맛, 초콜릿, 옥수수맛, 바비큐맛 외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응용하여 바나나칩에 다양한 부재료와 양념, 시즈닝을 입히는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추가적으로 캐러멜, 칠리, 치즈맛 바나나칩을 개발하였
으며, 이러한 제품의 다변화를 통해 바나나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마을기업의
96) 위의 책, pp. 515-529, pp. 561-627.
97) 위의 책, p.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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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상품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바나나 캐릭터 로고를 제작하여 포장을 비롯한 여러 홍보물에 사용함으로써 이
웃 주민들과 중간 상인, 소비자들에게 마을기업의 이미지와 전문성을 각인시키
며 사업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잡아나갔다.

그림 4-1. 신규 마을기업의 바나나칩 제조 광경

자료: 성공회대 사업팀(2017. 3. 7).

신규 마을기업 회원들의 적극성을 드러내는 사례는 UII 국제관계학과의
CDIC 과정 학생들의 현장 실습에서도 관찰되었다. 2017년 상반기에 행해진
CDIC 현장 실습은 학생들이 참여적 농촌평가(PRA: Participatory Rural
Appraisal)를 통해 3개 신규 마을의 개발 가능한 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
으로 마을기업의 개발 아이템을 정하고 교육훈련을 진행하여 마을기업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산간 지대에 위치한 마을기업 D에서는 카카오와 믈린조
(Melinjo)98)가, 평야지대에 위치한 마을기업 E와 F에서는 카사바와 바나나 나
무뿌리(Bonggol Pisang)가 개발 자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전문가를 섭외하여 해당 작물을 활용한 제품 생산 교육을 진행하여, 마을기업
D는 초콜릿 강정과 믈린조 크래커를, 마을기업 E는 카사바 스틱과 바나나뿌리
칩을, 마을기업 F는 카사바 브라우니를 각각 실습했다.
98) 학명은 ‘그네툼 그네몬(Gnetum gnemon)’으로, 동남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 일대에 서식하는 열대
산 덩굴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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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CDIC 대학생 현장 실습: 초콜릿 강정(좌), 카사바 브라우니(우)

자료: 성공회대 사업팀(2017. 4. 7, 2017. 4. 9).

실습 이후 마을기업 D는 초콜릿 강정을 적극적으로 제품으로 개발시켜 상품
화했다. 지역에서 카카오가 흔하게 재배되는 작물이고, 이미 초콜릿 바나나칩
을 생산하고 있었기에 초콜릿을 응용한 제품의 개발이 수월했기 때문이다. 이
들은 당시까지 초콜릿 바나나칩 등 제품 생산에 기성품 초콜릿을 사용하고 있
었지만, 초콜릿 강정 생산을 계기로 지역에서 카카오를 직접 가공하여 조리에
활용할 의향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를 위해 회원들은 직접 카카오 가공 기계를
찾아보고, 수차례에 걸쳐 족자카르타 내의 여러 초콜릿 생산 업체와 초콜릿 전
문 쇼핑몰 등을 견학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2) 사업의 지속성
개발협력사업의 성패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간단한
기준은 지속가능성의 확보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특
히 외부 공여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참여자들의 주인의식
과 사업 지속 의지가 감소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기 쉽다. 두 곳의 신규
마을기업 역시 2018년 성공회대의 사업이 종료된 이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사업이 축소되거나 다소 변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지 협력 NGO인 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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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다야의 직원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마을기업 E와 F는 여전히 제품 생산
과 판매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두 마을기업에서는 사업 종료 후
생산 작업에 소극적이던 회원들이 탈퇴하고 운영 방식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
다. 이들은 사업팀의 프로젝트 기간에 공동의 생산작업장에서 함께 협업하는
방식으로 생산 작업을 했으나, 프로젝트 종료와 비활동 회원들의 탈퇴를 겪은
이후 사업 지속 의지가 있는 일부 회원들이 개인의 전문성을 가진 스낵을 각자
생산하고 수익을 모으는 구조로 업무 방식을 변경하였다.99) 이는 생산 작업에
참여하는 회원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남아 있는 회원들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마을기업 D는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변함없이 동
일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 판매도 개시되어 쇼피
(Shopee)와 토코피디아(Tokopedia) 등 인도네시아의 주요 전자상거래 사
이트로 판로를 확장시키기까지 하였다. 2019년 10월에는 족자카르타 주 협
력부(Dinas Koperasi)가 지역 특산물 생산 장려를 위해 관계 기관들과의 협
력으로 시작한 G2R(Global Gotong-royong) 홍보 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7곳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어 족자카르타주를 대표하는 성공적인 특산물 제조
마을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했다.100)
마을기업 D의 지속적인 운영은, 비록 마을기업이 성공회대라는 외부 기관의
지원으로 시작된 것이기는 하나 회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마을기업을 주체적
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증명한다. 2018년 이후 현지에서 마을기업의 사후 관리
를 담당한 비나 스와다야의 직원은 마을기업 D의 판매 시장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총 판매량 등 수익은 증가했고, 예외적으로 2020년 초 코
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만 수익이 30% 수준으로 잠시 떨어졌다고 소개한
99) 비나 스와다야 직원 서면 인터뷰(2020. 8. 28).
100) Tribun Jogja(2019. 10. 11), “7 Desa Unggulan DIY Ikuti Program G2R Tetrapreneur,” https://
jogja.tribunnews.com/2019/10/11/7-desa-unggulan-diy-ikuti-program-g2r-tetrapreneur
(검색일: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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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1) 그럼에도 회원들 사이의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고, 회원 개인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수평적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
다. 그리고 이들 스스로 지방정부로부터 제공되는 교육훈련과 홍보 참여, 장비
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이전과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성공회대 사업팀이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병행한 UII 국제관계
학과의 CDIC 과정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UII 국제관계학과 교수에 따르
면 2020년 현재까지도 매 학기 30~40명의 학생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
며, 이론 학습과 마을 현장에서의 지역조사와 실습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
다.102) 사업 종료 이후에도 CDIC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마을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홍보, 고급 포장,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여했으며, 심지어 한 학
생의 마을기업 지원사업 프로포절이 중앙정부의 중소기업협력부(Departmen
Koperasi dan UKM)에 채택되어 신규 마을기업 가운데 한 곳이 지원금을 받
기도 했다. 또한 수강생 가운데 두 명이 졸업 이후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NGO
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한 명은 2021년 성공회대 아시아비정부기구학 석사
과정에 진학 예정으로 지역개발에 기여할 인재양성이라는 성과도 이루게 되었다.

3) 경제 및 정치사회적 성과: 소득 증대, 인식 및 관계의 변화
마을기업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회원 개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향상과
더불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한국의 새마을부녀회 운동과
인도네시아의 끄짜마딴 운동(KDP)을 비교하여 농촌 여성 역량강화사업의 성
패를 분석한 김은경 외(2012)는 두 사업의 효과와 참여 여성들의 변화를 정치
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며 여성 마을기업 성공의 판단 기준을

101) 비나 스와다야 직원 서면 인터뷰(2020. 8. 28).
102) UII 국제관계학과 교수 서면 인터뷰(2020. 8. 30).

134 •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 중심으로

제시한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의 끄짜마딴 운동이 정치적으로 지역사회 수준에
서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증진시키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경제적 자립
과 경제관념의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도 기존의 엘리트
지위의 여성의 사회 참여만 증진되어 불평등이 고착되고 기존의 성 고정관념
및 성 역할을 탈피하는 데 기여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한다.103) 반면 한국의 새
마을부녀회 운동은 정치적으로 여성 지도자의 리더십 발휘와 공적영역 진출로
민주적 운영방식을 습득하였고, 경제적으로 소득 증대를 도왔으며, 사회문화
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성공한 사례라고 평가하며, 소
득 증대 활동 등 경제활동에의 적극적 참여가 점진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영역
의 역량강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104) 인도네시아의 PNPM 프로그램 사례
를 분석한 최인아 역시 이 사업으로 여성 주민들의 역량 강화는 이루어졌지만
그 성과가 경제적 영역에만 국한되었을 뿐 정치적 권리와 힘을 강화하는 데까
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105)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여성 마을기업의
성패 기준은 경제적으로는 소득 증대, 정치사회적으로는 여성의 공적 활동과
의사결정과정의 참여, 성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리
고 공적 활동 참여로 인한 회원들의 인식과 공동체적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만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세 곳의 신규 마을기업은 모두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이
들 마을기업은 설립 이후 사업팀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 없이 자체 수
익만으로 운영이 가능해졌고, 참여하는 회원 개개인에게도 소득이 발생하여,
추정컨대 월 가계수입의 10~20% 정도를 추가 소득으로 얻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일례로 마을기업 D의 한 회원은 2017년 9월 한 모임에서 “비록 얼마
안 되는 수입이긴 하지만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아이에게 간식과 학용품

103) 김은경, 김경주, 이영인(2012), pp. 226~230.
104) 위의 책, pp. 220~223, pp. 231~232.
105) 최인아(2016), pp.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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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줄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경제력 향상으로 남편과 아이들에게 더
당당해지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106)
소득 증대와 경제적 영역에서의 성과는 3곳의 신규 마을기업에서 공통적으
로 발견되는 변화였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영역에서의 성과는 모든 마을기업에
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마을별로 차이를 보인다. 그 가운데 마을기업 D
는 이러한 정치사회적 변화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회원들의 자존감
및 자신감의 향상 등 개인적 변화와 회원들 간의 친밀함, 수평적 관계, 마을기
업의 리더십 향상 등과 같은 공동체적 변화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다음에서는
마을기업 D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두드러지는 성과는 회원들의 인식변화이
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자존감의 향상이다. 마을기업 회원
들의 대부분은 농촌 여성, 주부, 저학력자라는 배경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
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후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소득이 생겨
나며, 직접 생산한 제품이 다양한 곳에 판매되고 좋은 평가를 받는 등 마을기업
참여를 통해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마을기업 회원들에
게 자신이 경제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였으며, 이전
까지의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인식 변화는 자신감의 향상으로, 마을기업 활동이 지
속되는 동안 회원들의 자신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성공
회대 한국인 사업팀장에 따르면, “사업 초기 마을기업 회원들은 대외적인 공적
활동에 자신감이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107) 특히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
때문에 지방정부를 찾아가 공무원을 만나는 것조차도 이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
었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성
공회대 사업팀과 NGO 활동가,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 지방정부의 공무원과의
106) 지역 네트워크 회의 발언(2017. 9. 13,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107) 성공회대 사업팀장 온라인 인터뷰(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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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이어지면서 회원들은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한 회원은 2017년 하
반기 마을기업 성과 발표회 자리에서 “마을에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포함된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하
나의 성과”라며 사업 참여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108)
또한 공동체 차원에서 회원들 간의 친밀한 관계와 높은 신뢰가 발견되었다.
마을기업 활동은 마을 구성원인 회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
었으며, 일주일에 3~5일이라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동료들과 함께함으로써 관
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마을기업 D
의 회원들은 모니터링 평가를 가질 때마다 활동 이후 변화된 점에 대한 질문에
항상 “가족 같은 동료를 얻었다”라고 대답하곤 하였다.109) 이는 마을기업 참여
회원들이 생산 작업 등 공적인 활동 외에도 휴일에 가족을 동반한 소풍을 함께
다녀오기도 하며, 서로 바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를 동료에게 맡기고 돌봐주
는 등의 수준으로 관계를 발전시켜간 데서도 확인된다. 또한 사업팀이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친근하고 편안하게 대하며, 현지 직원 및 한국인 직원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들이 마을기업 내에서
서로 편안한 관계 속에 있었기에 가능한 태도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참여를 통해 회원들 간에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
도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기존 마을기업들과 다른 두 곳의 신규 마을기
업과 달리, 마을기업 D에는 조직과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눈
에 잘 띄지 않았다. 다시 말해 마치 구성원 모두가 리더라고 여겨질 만큼 모든
회원들이 마을기업 운영에 나름의 역할과 책임을 담당했으며, 조직 내 회원들
의 위계와 권력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때때로 리더보다도 일반 구
성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생산 작업과 의사결정, 사업팀과의 소통, 그 외 외부
활동 등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마을기업 내에서 권력을 가질
108) 마을기업 성과 발표회 발언(2017. 11. 8,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109) AIDCT(2018a), p. 793, p.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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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연장자들이 마을기업 활동 전면에 나서지 않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그
룹에서 막내뻘인 30대 중반과 40대 초반의 젊은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에
나서도록 배려한 결과로 보인다.

다. 성공요인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는 5년이라는 사업
기간 덕분이었다. 만일 사업팀이 1단계 사업의 기존 마을기업 운영에 한계를
체감하고 후속사업 계획을 포기했거나, 사업 운영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만족스
러운 점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3년 차에서 사업을 중단했더라면 아마 이후 사업
에서 마을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업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1단계 사업에서의 시행착오와 실패의 경험이었으
며,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였기에 2단계 사업에서 일부
성공의 사례가 나온 것이다. 따라서 개발협력에서 장기적인 시간과 계획은 사
업의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개선된 2단계 사업의 신규 마을기업, 특히 마을기업 D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참여와 변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끌며 성공할 수 있었
던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상황 진단과 전략 구성
① 사업팀 역량강화
2단계 사업이 시작되면서 현지 사업팀에서 나타난 변화는 현지 직원의 증가
와 역할강화, 현지어 중심의 소통이었다. 1단계 사업 초기 사업팀의 인적 구성
은 한국인 직원 5~6명과 현지 직원 2명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인 직원들 가운
데 현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업팀장 한 명뿐이었으며, 나머지 팀원들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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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경험과 이해, 그리고 현지어 구사 능력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현
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국인이 다수인 사업팀 구성상 현지 방식이나 관
행이 고려되지 못했고, 한국인 중심의 의사결정과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방식대
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반면 현지 직원들의 역할은 한국인 직원을 위한 통역과
번역, 연락 업무 등 사업의 주변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렀다. 사업 초기
사업팀장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빠른 사업 추진과 신속한 업무 처리 방식은 현
지 직원들과 관계자에게 부담을 주기도 했으며, 때때로 현지 관습과 문화를 존
중하지 못하여 무슬림으로서 매일 지켜야 하는 기도시간과 금요일 정오의 예배
시간에도 업무가 진행되어 현지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고 한다.110) 무
엇보다도 한국인 중심 사업 추진 방식은 평등한 의사결정과정, 현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현지 문화 이해와 존중, 수평적 관계 등 대안적 개발협력의 지향성
과 맞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사업팀은 2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인 직원은
팀장 포함 2명으로 유지하는 반면, 당시 3명이던 현지 직원의 수를 5명까지 증
가시켰고, 이들이 직접 전면에서 마을개발사업 및 대학협력사업을 담당하도록
책임을 맡겼다. 이를 위해 2015년 하반기 이후 협력 NGO의 마을기업 현장 교
육과 현지조사 방법 워크숍, 주변 대학 등에서 개최하는 업무 관련 세미나 및
특강, 그리고 여성단체 및 역량강화기관 방문을 통해 현지 직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역량을 향상시켰다.
현지 직원이 더 많아지고 이들이 업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업
팀 내에서는 현지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고 업무
수행에도 인도네시아어 사용이 우선시되었다. 이전의 한국인 직원들이 언어적
한계로 통역을 하는 현지 직원에게만 의존하여 독자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전례가 있었기에, 한국인 직원은 인도네시아어가 가능하거나 학습의 의지가 있
는 직원들이 파견되었다. 이들은 파견 이후에 협력대학 UII의 인도네시아어 교
110) 하재훈 연구원 서면 인터뷰(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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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을 이수해야 했으며, 인도네시아어로 의사소통은 물론 업무수행이 가능
할 정도까지 실력을 향상시켰다.
사업팀 내 현지 직원 수의 증가와 역할강화는 그간 불평등한 관계로 여겨졌
던 한국인-현지인 관계를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시켰고, 민주적인 의사결
정 과정도 정착시켰다. 또한 현지 직원을 통해 인도네시아인의 시각에서 사업
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위험 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졌다. 그 외에도 한국인 직원을 외부인으로서
어려워하고 부끄러워하던 일부 마을기업과 회원들이 사업팀을 보다 친숙하고
편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팀과 마을기업 간의 수평적 관계 형성에
도 기여하였다.
또한 사업팀 내부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중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현지 직
원의 의사결정 참여와 주도성이 증가했고, 업무에 대한 내부적인 소통과 공유
도 함께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업팀 내에서 언
어적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팀원들 사이의 소외나 배제 등 문제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한국인 직원은 더 이상 현지 직원의 통역에 의존하지 않
고 직접 마을기업 또는 협력 관계자와 소통이 가능해졌다. 번거로운 통역의 과
정이 생략되고 현지 직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업무를 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증가되는 효과가 생겼다. 또한 현지 언어의 습득은 자연스럽게 현지 사회와 문
화에 대한 적응과 이해를 도왔으며, 이는 1단계 사업을 통해 얻은 사업의 노하
우와 결합하여 성공적인 마을기업 사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② 현지 친화적 전략
사업팀은 현지 직원의 역량강화와 현지어 중심의 소통 외에도 사업 진행과
업무 방식에 있어 현지 친화적인 요소들을 대폭 수용하였다. 우선 사업의 성과
와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 현지 파트너 및 마을기업과의 신뢰와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업무 추진 및 협력 과정에서는 한국보다 느린 현지의 업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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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속도에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마을기업의 성과나 성장이 지지부진하더라
도 회원들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방식
을 취하였다. 마을기업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사업팀과 대등한 관계로 존
중되었기에, 운영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팀이
마을기업 운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지양되었다. 사업팀은 마을기업에
대한 제안이나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일방적인 통보의 방식이 아닌 정
중한 협의 요청 방식을 취했으며, 중요한 사안의 경우 반드시 사업팀과 마을기
업, 그리고 현지 NGO의 동의를 거쳐 함께 협의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
루어졌다.
또한 사업 진행과정에서는 무샤와라(Musyawarah)와 같은 인도네시아 사
회의 주요 관습이 수용되고 적용되기도 하였다. 무샤와라는 인도네시아 자바
(Jawa) 사회에서 상이한 입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토론과 협의를 거쳐 해
결에 도달하는 관행을 의미하는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관철시켜
승패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 서로의 양보에 기반하여 양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분쟁해결 방식이다.111) 사업팀은 2017년 하반기에 마을기
업 F에서 발생한 세대간 갈등 및 지도부에 대한 불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마을기업에 이 문제가 불가피하게 사업팀이 개입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임
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갈등 당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회원들과 비나 스와
다야의 사업 담당자, 그리고 마을의 여성 원로를 초청하여 무샤와라를 열었다.
이 모임에서 마을기업 회원들은 리더십이 붕괴되거나 회원이 탈퇴하는 극단적
인 결과보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길 원했다. 이는 공동체 내
리더의 체면과 위신을 유지할 명분과 탈퇴를 원하는 회원이 다시 활동을 재개
할 명분을 제공하면서 이를 보완할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다시 말해
어느 누구의 패배나 희생 없이 공동체의 조화로운 관계를 깨지 않으려는 자바
인의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었다.112) 결국 비나 스와다야 직원의 제안으로 리
111) 김형준(2014), p. 4; 김형준(2008),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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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을 견제하고 보완할 지도부의 책임자를 추가하고, 연락 담당자를 통해 마
을기업에 대한 정보가 모든 회원에게 공유되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협
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업팀의 신뢰 형성과 수평적 관계 지향, 무샤와라와 같은 현지 관습
의 적절한 활용은 표면적 수준에서의 화합 또는 갈등의 부재를 중시하며, 한쪽
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자바인의 행동양
식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자바인들의 사회관계에서
는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가 조화로운 관계를 해치는 부정적인 태도로 여
겨지며, 타인과의 갈등 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억제되고, 타인에 대
한 요구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갈등 발생 시 중개인을 통한 중재의
방식이 선호되어 왔기 때문이다.113) 이를 통해 볼 때, 사업팀의 마을기업 독립
성 인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불간섭, 기다림과 관대함을 통한 간접적인 신뢰의
표현, 제3자인 현지 NGO를 동반한 협의(무샤와라) 시도는 현지의 문화적 맥
락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되며, 이는 앞서 소개된 현지 직원의 역할강
화와 현지어 중심의 소통, 그리고 다년간 축적된 현지 이해와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마을기업 회원들은 사업팀의 기대대로 스스로를 사
업팀과 동등한 입장으로 여기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사업팀은 이들로부터 자바의 문화를 이해하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이자 동반자
관계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이슬람교가 다수인 현지의 종교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과 가운데
기도시간을 배려하는 것은 물론, 금요일 정오의 예배를 고려하여 금요일 낮에
는 외부와의 미팅이나 주요 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금식월인 라마단

112) 일반적으로 자바인이 갖는 사회관계의 특성은 ‘루꾼(rukun)’이라는 단어를 통해 집약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루꾼은 사전적으로 사이좋고 화목하며 마음이 일치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특히
자바 문화에서는 개인의 내적 갈등이나 불만이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표면적으로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지칭한다(김형준 2008, pp. 5~6).
113) 김형준(2008), pp.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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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dan) 기간에는 마을기업 및 현지 파트너 기관의 종교 활동 강화와 업무
축소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일정을 잡지 않는 한편, 현지 직원들 및 UII의
관계자들과 하루 금식을 마치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의례인 부까 뿌아사
(Buka Puasa)를 함께하며 협력 관계를 강화시켰다.

③ 충실한 사전조사
사업팀이 1단계 사업에서 기존 마을기업의 조직과 구성, 운영을 통해 얻은
교훈은 충분한 사전조사의 중요성이었다. 사업 초기라는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기존 마을기업의 구성 단계에서 충분한 주민 면담 및 마을상황 조사
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주정부와 마을정부 그리고 마을지도자 및
지역 엘리트의 의견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하향식 의견수
렴과정을 거쳐 마을기업의 조직과 사업이 진행되어, 주민 개개인의 의견이 사
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이후 마을기업 내 엘리트에 의한 독단적 운영으
로 회원 대부분의 참여 의지가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인지한 사업팀은 신규 마을사업 준비 당시 함께 협력하던 두 곳의 NGO
와 충분한 논의와 고민의 시간을 갖고, 이들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3곳의 마을
을 추천받아 직접 함께 사전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전조사는 2016년 4~5월에
걸쳐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주민 구성, 생계, 마을의 잠재력, 계절별 작물,
자연자원, 공동체 모임, 외부 지원 프로그램, 여성 및 청년조직 등 마을 이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주민들 및 지도자의 심층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토론 등을 통해 주민 희망사항 및 개발의향, 참여의지 등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충분한 기간 동안 상향식 의견수렴과정 방식의 사전조사를 거치며, 사업
팀은 신규 마을기업에서 여성 대상의 역량강화와 지역 작물을 활용한 특산물
생산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의 실패를 반
복하지 않고자 사전조사 및 준비 과정에서 적극적 참여의지가 분명한 주민들과
여성과 주부 등 비교적 동일한 배경의 구성원들로 조직하여 기존 마을기업에서

제4장 포용적 지역개발사업 사례 연구 • 143

나타난 문제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신규 마을
기업 회원들에게 사업팀의 사업 방향과 목표, 지향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
시키는 과정을 거쳤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수평적이고 조화로운 관
계,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교육하였다.

2)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사업팀은 기존 마을기업 사업이 스스로 사업을 지속할 수준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했으며, 회원 개개인의 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가 없었다고 평가하였
다. 마을기업의 규모와 회원 수에 비해 투입되는 예산의 양이 충분하지 않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르지 못했기에 수익이 생겨나기 어려웠다. 또한
잦은 사업 변경으로 인한 지속적인 사업팀의 비용 지원은 마을기업의 자립 및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사업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심화시키게 만들었다.
이에 사업팀은 신규 마을기업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이루고, 사업팀의 도움
없이도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을기업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공동
생산작업장 건축과 인허가 비용, 장비 지원 등의 초기에 필요한 비용만을 지원
하였고, 이후 생산과 판매를 통한 자체 수익으로 마을기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신규 마을기업은 추가적인 재정 지원 없이 자체 수익만으로
운영이 가능할 만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사업 개
시 1년 만에 생산과 판매, 고객 및 납품처, 공동 보유 자금이 증가하며 안정적
인 성장을 이루었다.
마을기업의 수익이 발생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수익 배분도 이루어졌다. 2017
년 상반기 모니터링에 따르면, 마을기업 D의 경우 사업 시작 6개월 이후부터
회원 개인에게 소득이 배분될 수 있었고, 이후 6개월마다 재료비와 운영비 등
을 제외한 수익을 회원들의 몫으로 나누고 있다.114) 그리고 수익은 회원 각자

114) AIDCT(2018a), p.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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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마을기업 E는 매달 판매 수익을 회원들에게
배분하는데, 전체 수익의 80%는 운영비와 재료비로 사용되며, 나머지 20%는
생산 작업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규정과 기여도에 따라 지급된다.115) 마을기업
의 경제적 자립과 수익의 증가는 개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졌으며, 이는 마을기
업의 성장과 회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수 있다.

3) 참여의 다변화와 제도화
① 마을기업 회원 구성
사업팀은 1단계 사업을 진행한 기존 마을기업 사례를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
난 사업으로 평가하는데, 3곳의 기존 마을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잦은 사업 변경
과 대다수 회원들의 소극적 참여, 그리고 일부 엘리트 계층에 의한 독단적 운영
의 행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장 이해와 사전
조사 부족, 마을기업 회원 구성 당시의 마을지도자 및 엘리트에 의한 주민 동
원, 그리고 너무 다원화된 회원 구성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을지도자의 인맥에 의해 동원된 회원들은 마을기업 활동에 대한 동기가
부족했고, 직업별, 계층별, 연령별로 다양한 회원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의 사업 방향과 아이템을 찾기 어려웠다. 또한 회
원들에게 이 사업과 마을기업 활동에 대한 충분히 이해시키는 기회도 부족했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영향력 있는 회원들이 마을기업의 운영 및 의사결
정을 독점하게 되었으며, 동원된 회원들은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들까지
도 실망하거나 소외되어 저조한 활동 참여로 이어졌다. 회원들의 저조한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마을기업 활동과 교육훈련은 효과적일 수 없었고, 이에 따른
회원 개개인의 소득 증대 효과도 미미했다. 더구나 마을기업 회원들 사이의 신
뢰관계 형성, 민주적 운영, 리더십 향상 등 공동체 발전과 주민들의 정치사회적

115) 위의 책, p.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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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상의 저조한 참여와 역량강화의 실패는 결정
적으로 사업을 지속시킬 동력을 잃게 만들었고, 5년 동안 새로운 사업 아이템
의 시도와 변경의 반복으로 이어졌다.
사업팀은 2단계 사업의 신규 마을기업을 구성하면서 기존 마을기업 구성에
서 나타났던 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우선 기존 마을기업에서의 직
업별, 계층별, 연령별로 다원화된 회원 구성과 달리, 단일하고 통일된 배경의
회원들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신규 마을기업의 회원들은 모두 여성이자, 직업
별로는 주부와 농업 종사자, 연령별로는 주로 30~40대인 마을 주민들로 구성
되었다. 또한 기존 마을기업에서는 동원된 방식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회
원들이 있었기에, 사전조사와 인터뷰를 거쳐 교육훈련과 식품 생산 작업에 참
여 의지가 있는 회원들로 구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기존 마을기업은 마을정부
의 영향으로 마을(Desa) 내 복수의 두순(Dusun, 마을의 하위구역)을 범위로
마을기업이 구성되었으나, 신규 마을기업은 회원들의 단합과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하나의 두순 안에 거주하는 이웃들로만 마을기업을 구성하였다.116)
이렇게 여성이라는 단일한 배경과 참여 의지가 강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구
성된 마을기업은 기존 마을기업보다 높은 활동 참여도 속에서 회원들의 소득
증대와 역량강화 등의 성과 및 마을기업의 자립과 지속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마을기업 D는 회원들의 연령 차이가 크지 않았고 대부분 아동기의 자녀를 양
육하고 있어 관심사가 일치하는 등 동질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서로 스스럼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
다. 더불어 회원들 사이의 높은 신뢰와 친밀함이 발생하여, 마을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여가와 취미, 육아, 종교모임 등 다른 활동에서도 함께 어울리는 모습까
지 발견되었다.
116) 인도네시아의 일반적인 행정체계는 쁘로삔시(Propinsi, 州)와 그 하위의 꼬따(Kota, 市)와 까부빠뗀
(Kabupaten, 郡)으로 구성된다. 그 하위에는 끄짜마딴(Kecamatan, 시에는 區, 군에는 面)이, 그
아래에 마을이 존재하는데 보통 시에서는 끌루라한(Kelurahan, 洞)으로 군에서는 데사(Desa, 里)
로 각각 명명된다. 데사(Desa)의 하위에는 두순(Dusun)이라는 행정구역이 존재하는데, 두순은 마
을 내 제1구역, 제2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하위구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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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일한 배경과 참여 의지가 강한 주민들로 마을기업이 구성된다고
해서 모든 마을기업에서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회원들 가운데
30대 회원이 적고, 연령대가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게 분포했던 마을기업 F
의 경우에는 세대간 갈등이 표출되었다. 연장자에 대한 공경이 강조되는 자바
농촌의 특성상, 마을기업 F의 20~30대 회원들은 어머니뻘 되는 50~60대 회
원들을 스스럼없이 대하기 어려워했고, 그 결과 수평적 관계와 민주적 소통의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50~60대 회원들의 독단적인 리
더십에 대한 불만이 생겨났고, 젊은 회원들은 마을기업 활동에의 참여를 거부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117) 이러한 사례는 단지 통일성 있는 회원 구성이
마을기업의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연령대의 구성과 주 타깃 연령층, 주
민들 사이의 정치적 권력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② 사회참여에 대한 열망 자극
사업팀의 신규 마을기업 사전 조사에 따르면, 농촌마을 여성들은 크게 다
섯 유형의 모임, 즉 부녀회 모임인 가족복지증진회(PKK: Pemberdayaan
Kesejahteraan Keluarga), 여성농부그룹(KWT: Kelompok Wanita Tani),
계모임 격인 아리산(Arisan), 종교모임인 뻥아지안(Pengajian), 그리고 아동
건강케어그룹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 여성일수
록 PKK와 아동건강케어그룹에서, 나이든 여성일수록 KWT와 뻥아지안에서
활동하며 연령별로 다른 선호도를 보인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성향의 차이를
한 마을주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을의 젊은 여성들은 대개 PKK를 통해 요리 기술을 배우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합
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노인 여성들은 종교 활동과
117) 이는 자바 사회에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으로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기보다 활
동 참여를 거부하는 회피의 방식은 공동체 내의 표면적 조화로움을 깨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의견
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곧잘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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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T를 선택합니다. 농부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다른 어떤 생산적인
사업보다도 농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 두 세대 사이의 중년 여성들은 두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118)

이상의 설명에 따르면 젊은 농촌 여성일수록 자아개발과 사회참여의 열망이
강하며, 그렇기에 요리 강습 등과 같이 자기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PKK에
서의 활동을 더욱 선호한다는 것이다. 젊은 여성의 높은 사회참여 열망에 대하
여 사업팀에 근무했던 한국인 직원은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신규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 마을 주민 인터뷰를 진행하던 때입니다. 팀원들끼리 짝을 지
어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한 여성분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여성분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마을 청년과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갓 스무 살이 된 조용한 성격의 어린 엄마였습니다. 개인
적인 꿈이 있다면 공부를 해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아주 소박한 꿈을 이야기하며, 마을기업
이 운영된다면 흔쾌히 참여하고 싶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같이 인터
뷰를 진행한 팀원과 마을을 걸으며 또래인 그 여성분에 대해 생각하고 곱씹게 되었는데, 추
후에 그 마을은 선정이 되었고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교육, 그룹토론 진행 시 누구보다 반
짝이는 눈으로 참여하던 그 여성분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119)

전통적인 자바 농촌사회에서 기혼 여성은 주로 가사와 육아의 영역을 주로
담당하지만, 한편으론 가족의 농사일을 돕거나 집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며 경
제활동을 담당해 오기도 했다. 자바 사회는 양계제 친족체계를 따르며,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 및 사회 영역에 참여하고, 특히 지역 시장에서의 소규모 거래와
상행위, 장보기, 흥정 등 돈 문제를 주로 여성이 담당해 왔다.120) 김형준(2006)

118) AIDCT(2018a), pp. 434-435, 신규 마을기업 사전 조사 인터뷰 내용(2016. 4. 26, 인도네시아 족
자카르타).
119) 성공회대 사업팀 직원 서면 인터뷰(2020. 9. 4).
120) 낸시 태너(2008), pp. 226~227; 김예겸(2003),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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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바의 기혼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주부의
상당수가 부정기적으로 농업일이나 소규모 가내 수공업을 행하는 점으로 볼
때, 경제 상황에 따라 여성이 적극적으로 노동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121) 이상을 보면 대체로 자바 농촌의 젊은 기혼 여성들을 중심
으로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어왔고, 따라서 이러한
동기와 열망을 마을기업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던 점이 이 사업을 성공으
로 이끈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규 마을기업 사업을 보면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 모두 마을기업 활동
에 강한 참여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처럼 사회참여의 열망이 잘
반영되고 수용된 마을기업은 여러 가지 성공의 양상을 보여 주었지만, 그렇지
못한 마을기업의 경우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그쳤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
다. 마을기업 D는 30대는 물론 40대 회원들도 높은 사회참여 의지를 보였고,
마을기업 내 50대 회원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마을기업 운영을 주도해갈 수 있
도록 협조해 주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마을기업 E는 20대 후반
과 30대의 회원들은 높은 활동 참여 의지를 보였으나, 40~50대 회원들은 다소
소극적이었다.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생산 작업에 대한 참여도인
데, 이 마을기업에서는 전체 회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40~50대 회원들의
참여도가 낮은 가운데 20~30대의 젊은 회원 5~6명에 의해서만 생산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개인 차원에서의 경제적 발전과 변화만 이루었을 뿐 공동
체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을기업 F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해당하는 4명의 회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장자
들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강한 마을기업 내부의 상황 속에서 의견 개진과 소통
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참여의지가 꺾이는 모습이 드러났다.

121) 김형준(2006), pp.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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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을의 협조적인 환경
기존 마을기업 C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새마을사업 시범마을로 선정
되어 마을회관 건립, 도로 건설, 우물 개발, 공동축산 등의 개발 프로그램을 경
험하였다.122) 따라서 마을기업과 공동체 개발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오히려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결과가 나타났다. 마을기업 F는 2006년 지진
피해자들이 새로 정착하며 형성된 마을인데, 지진에 잘 견디도록 만들어진 돔
형태의 독특한 가옥의 모습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관광지로
발전되었다. 관광지라는 이점과 개발 잠재력 때문에 이 마을은 여러 외부기관
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상의 마을기업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수차례의 개발 프로그램
경험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이 이전 경험과
비교하여 현재의 프로젝트에 대한 오해와 섣부른 기대감을 갖기 쉬우며, 현재
의 프로젝트가 수차례의 여러 개발 기회 가운데 하나로만 여겨지기 쉬워 성실
하고 진정성 있는 참여를 유도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 잠재력이
큰 마을이 역설적으로 개발사업의 실패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마을기업 D가 속한 마을은 이전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주민들을 대상으
로 한 개발 프로그램 실행 경험이 거의 없었다. 간헐적으로 PKK의 요리실습을
통해 여성 주민들이 두유와 스낵, 잼 등을 만들어보기는 했으나, 그것을 판매하
는 등 후속 활동의 기회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성공회대의 마을기업
사업은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마을의 두순 대표는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기회가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적극 협조하게 되었다”고 밝혔
다.123) 이후 마을기업 D는 마을에서 특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평범한 농

122) 하재훈, 오유석(2012).
123) 마을기업 D 사업종료 평가 모임 발언(2018. 1. 25,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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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마을의 큰 자랑거리가 되었으며, 마을정부와 면 정부로부터 지역을 상징하
는 아이콘의 하나로서 홍보되고 있다.124)
또한 마을기업 D가 조직 내부적으로도 큰 갈등 없이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
고, 외부의 주민들로부터도 큰 불만 없이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지
도자의 리더십 때문이기도 했다. 마을기업 D의 구성원은 30~40대가 주류인
데, 유일하게 50대인 두순 대표의 부인이 기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녀의
존재와 참여는 내부적으로 마을기업을 안정화시키고 외부적으로 마을 여성의
사업이자 자산으로 인정받도록 기여했다고 여겨진다. 한 주민에 따르면 그녀는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대화를 통해 원만한 결정을 내려 마을 주민들로부터 좋
은 리더십을 가진 여성으로 평가되며 존경받는다고 한다.125) 그녀는 50대 이
상의 여성 상당수가 꺼려하는 활동에 함께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개발 및 사
회활동 참여 의지에 지지를 보내주는 한편, 조직 내에서는 마을 리더가 아닌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였다. 또한 존경받는 여성 리더가 마을기
업의 일원이기에 주변에서 마을기업 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기거나 질투하는 목
소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는 마을의 남성들, 특히 마을기업
회원의 남편들이 아내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는 태도로 이어졌다. 회원들은 이
구동성으로 “비록 가사와 육아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남편이 이
를 이해해주며 마을기업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으며,126) 남편들도
마을기업 D의 공식적인 행사는 물론 워크숍, 소풍 등 사교적 모임에까지도 함
께 참석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마을과 가정에서의 협조적인 분위기가 조
성되었기에 마을기업의 발전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열망이 실현될 수 있었다.

124) Kalurahan Putat(2017. 5. 9), “IMUD IKUTI GUNUNGKIDUL EXPO MENYAMBUT HARI
JADI GUNUNGKIDUL KE 186,” https://www.putat-patuk.desa.id/first/artikel/324-IMUDIKUTI-GUNUNGKIDUL-EXPO-MENYAMBUT-HARI-JADI-GUNUNGKIDUL-KE-186
(검색일: 2020. 10. 20).
125) AIDCT(2018a), p. 434.
126) 위의 책, pp. 8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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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맞춤형 수시 교육
1단계 사업에서 기존 마을기업의 기술훈련 지원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이
루어졌다. 교육의 횟수가 많지 않아 연례행사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때
때로 집합교육 방식으로 마을 외부에서 모여 진행되었던 탓에 생업을 해야 하
는 회원들의 참석이 쉽지 않았다. 교육의 횟수가 적은 데다 대략 3~4개월의 시
간적 간격을 두고 진행되다 보니 연속성을 지닌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직업과 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회원 모두를 만족시킬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기 어려웠다.
반면에 신규 마을기업은 수시 교육과 지원으로 마을기업별 상황에 맞는 교
육을 적절한 시기에 맞게 진행하여 그 효과를 높였다. 교육훈련은 비나 스와다
야의 도움을 받아 각 마을기업별로 월 1~2회씩 주로 마을과 그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마을기업과 재정 관리, 식품가공 실습, 식품위생, 포
장과 마케팅 교육, 우수 마을기업 견학, 지역 엑스포 참여와 홍보활동 실습 등
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교육훈련은 마을기업 회원들의 의사와 요
구사항이 수시로 반영되도록 구성되었다. 마을기업 D는 회원들에게 초콜릿 제
품 개발 의지가 있었기에 지역의 초콜릿 제조업체를 방문하며 교육이 진행되었
고, 마을기업 E는 회원들이 카사바 활용과 온라인 판매를 통한 홍보에 관심을
보여 그와 관련된 교육이 진행되었다. 마을기업 내에서 세대 갈등과 리더십에
대한 불만의 양상이 드러났던 마을기업 F를 위해서는 지역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갈등해결 교육이 진행되기도 했다.

⑤ 대학협력 사업과의 시너지
사업팀은 현지 대학인 UII 국제관계학과에 개설된 CDIC 과정을 통해 마을
기업의 발전과 현지 인재양성, 그리고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참여는 마을기업 제품의 혁신과 회원들의 자존감 및 자신감 향상,
농촌 지역에 활력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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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CDIC 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수행한 마을 현지조사와 현장 실습은 새
로운 작물의 활용과 상품화의 가능성을 높여주며, 각 마을기업마다 카사바 스
틱, 초콜릿 강정, 브라우니, 옥수수칩 등 신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주민들과 사업팀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제품의 문제점을 발견
하고 조언을 받기도 했다. 학생들은 바나나칩 등 유탕처리과정을 거치는 제품
들에서 배어나온 약간의 기름이 투명한 포장재를 통해 구매욕을 떨어트리는
점, 얇고 저렴한 포장재의 사용으로 제품이 쉽게 파손되고 이것이 여과 없이 보
여 구매욕을 떨어트리는 점, 고급 불투명 포장재를 사용하면 제품도 보호되고
내용물도 여과 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고급스러움도 더할 수 있어 비싸도 구매
욕을 자극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직접 신제품의 포
장 디자인을 구상하여 만들어 오기도 했다. 이상의 포장에 대한 학생들의 아이
디어는 마을기업 제품의 고급화를 고민하도록 했고, 그 결과 종이봉투와 실린
더 용기 등 다양하고 세련된 포장재를 사용한 상품이 개발되어 제품의 고급화
와 사이즈의 다변화, 가격대의 차등화, 그리고 브랜드 가치의 상승 등의 혁신으
로 이어질 수 있게 했다.

그림 4-3. 마을기업 제품 포장 개선 전후

자료: (좌) 성공회대 사업팀(2017. 4. 20), (우) 마을기업 회원 촬영(2018.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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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마다 1~2회씩 짧은 시간의 만남이지만 대학생들과의 교류는 마을기
업 회원들의 인식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로부터 새로운 지식
과 정보를 얻기도 하고, 반대로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직접 생산한 제품
을 전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낮았던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학생들
도 CDIC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개발의 필요성 및 학습의 현실 적용, 지식의 사
회 환원이라는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다. 특히 CDIC 실습 프
로그램은 인도네시아의 모든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학생 사회
봉사 프로그램(KKN: Kuliah Kerja Nyata)의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
점을 제공하였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많은 학생들에게 KKN은 졸업을 위해 의
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활동이자 동기들과 친목을 다지는 기회 이상으로 여겨지
지 못했는데, CDIC를 수강한 학생들은 “마을 실습의 경험 덕분에 KKN 활동에
도움이 되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127)

4)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 효과적 네트워크 구성과 출구전략
신규 마을기업에서 성공 사례가 발견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성공회대 사업팀
의 역량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했던 현지 NGO와 대학, 지방정부의 역량도 큰
몫을 차지했다. 사업팀은 사업 초기부터 현지주도형 개발협력 방식을 지향했
고, 일반적인 파트너십을 넘어 현지 단체와 전문가 중심으로 그들의 강점과 전
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2단계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업팀은
3년 차 이후인 2018년을 사업 종료 시점으로 보고 마을기업의 자립에 도움을
줄 현지 파트너 기관과의 관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사업팀은 1단계 사업을 통해 형성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에 대해 전반적으
로 만족스럽고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각 기관과의 협력에서는 조금씩
아쉬운 점이 발견되었다. 1단계 사업에서 사전조사와 마을기업 설립, 주민 역

127) UII 국제관계학과 졸업생 서면 인터뷰(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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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강화 교육, 모니터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협력한 현지 NGO 사뚜나마는 단
체의 역량은 충분했으나 내부적인 문제로 사업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어 기존
마을기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 사업 초기부터 협력한
UII와는 2015년부터 국제관계학과에 CDIC 과정 개설을 계기로 더욱 긴밀하
게 협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간 외교관계 및 국제정치 분야에 강조점을 두
는 학과 분위기 때문에 수강생들로부터 지역사회 개발 이슈가 전공과의 연계성
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업팀은 분기마다 1년에 4회씩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마을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네트워크 회의를 가져왔다. 2016년까지
는 족자카르타 주정부의 투자계획국과 지역사회개발국의 공무원들이 참석하
였는데, 이들이 제시하는 조언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는 유익했지만 무엇보
다도 주정부가 각 마을기업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효과적이
지 못하다고 평가되었다.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상의 파트너 기관의 문제나 협력에서 드러난 미
비점들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었다.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사뚜나마의 사정
을 고려하여 신규 마을기업 사전조사부터 지역의 또 다른 NGO인 비나 스와다
야도 함께 협력했고, 이를 계기로 신규 마을기업의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반적인 도움을 비나 스와다야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비나 스와다야는
역량강화 교육과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규 마을기업을 원활하게 지원하였고,
마을기업 회원들의 강한 신뢰를 받았다. 비나 스와다야 직원과 성공회대 사업
팀은 마을 외부인임에도 마을 주변의 주요 관계자로 받아들여졌고, 마을기업
관련 행사 외에도 마을의 주요 기념식과 각종 의례, 회원들의 경조사에 초대될
만큼 마을과의 단단한 관계를 형성했다.
CDIC의 전공과의 연계성 부족에 대한 평가는 학년이 반복됨에 따라 차츰
개선되었다. 사업팀은 커리큘럼 개정과 특강 활용, 교재 제작, 그리고 성공회대
가 참여하는 아시아 시민사회 네트워크(CENA)에 국제관계학과 교원 및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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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참여시켜 이러한 간극을 줄이고자 시도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CDIC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며, 2017년 이후에는 사전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줄고, 지역개발 실습을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수강생들이 늘어
나게 되었다. 게다가 UII는 대학 내부적으로 CDIC가 지역사회 기여 및 대학생
봉사 프로그램의 좋은 모델로서 평가하며, 경제학과 등 타 학과로의 확장 및 대
학생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양 과정으로의 확장을 검
토한 바 있다.
사업팀은 네트워크 회의를 통한 주정부와의 협력이 유의미함에도 실질적인
후속조치의 효과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였다. 2017년에 네트워크 회의는 족자
카르타의 각 4개 군별로 나누어서, 주정부 대신 군 정부의 농업부, 식품부, 상
업부, 중소기업부 등 마을기업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처를 초청하여
효과성을 높였다. 그 결과 신규 마을기업 3곳은 각각 군 정부의 예산으로 시행
되는 식품위생 교육, 온라인마케팅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고, 납품을 위한 마트
와 시장 등을 소개받는 등 지역사회에서 홍보의 기회를 얻었다. 기존 마을기업
도 혜택을 받았다. 마을기업 B에서 운영하던 식당가는 반뚤 군의 이모기리
(Imogiri)면 구도심 개발 계획안에 포함되며 대규모 인프라 개선과 함께 전문
식당가로 변모하였고, 마을기업 A는 꿀론 쁘로고 군 관광부의 도움으로 코코넛
설탕과 두리안 판매 휴게소로 특화되었으며, 마을기업 C는 구눙 끼둘 군의 가
축 보건소로부터 정기적인 가축 검진을 받게 되었다.

라.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공회대의 마을기업 사업의 성공 사례에서는
회원들의 높은 참여도와 적극성,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활동이 이어지는 지
속성, 그리고 회원과 공동체의 경제 및 정치사회적 변화가 발견되었다. 신규 마
을기업 E와 F는 참여도와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마을기업의 경제적 자립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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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개개인의 소득 증대에는 일부분 성과를 보였지만, 정치사회적 영역의 성과
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되어 부분적인 성공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마
을기업 D는 회원들의 자존감 및 자신감 향상, 회원들 사이의 친밀함과 신뢰, 수
평적 관계 등 개인은 물론 공동체 수준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에까지 성과를 보
이며 성공 양상에 부합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신규 마을기업들, 그 가운데 마을기업 D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1단계 사업에서 진행된 기존 마을기업들의 설립, 운영 과정에서 겪었던 실패와
시행착오의 경험이었다. 그 결과 사업팀의 역량강화와 현지 친화적 전략, 강화
된 사전조사, 단일한 배경과 목표를 지닌 마을기업 구성, 회원들의 동기부여,
맞춤형 교육훈련, 자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 대학·NGO·지방정부의 협력 등이
시도되며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소개한 성공회대의 사업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마을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의 설립과 회원 구성 과정에서 회원들의 참여 동기와
사회활동에 대한 열망, 주 연령층, 마을 내 주민 간 관계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야 한다. 둘째, 사업 초기에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개
선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 안목과 충분한 사업기간의 설정이 필요하
다. 셋째, 마을기업의 역량 강화와 자립을 위해서는 긴밀하고 효과적인 협력 네
트워크가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학기관의 참여는 개발협력사업에 학문
적 지식과 전문성, 학생 인력의 제공 외에도 인재양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높
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사업수행 주체의 현지 직원 역량 및 역할
강화, 현지어 중심 소통, 현지 문화 이해 및 수용, 사전조사의 강화 등 현지 친
화적 전략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고방식이나 의사표현 방식 등 문
화적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
리나라보다 업무처리 속도나 방식이 느리고, 특히 전통적 삶의 방식에 익숙한
농촌 주민들은 더더욱 느리게 변화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개발협력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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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시 효율 및 단기간의 성과를 추구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사업대상 및 관계자
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현지의 속도에 맞는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면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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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케손주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 작물 다양화
사업
가. 사례 소개
1) 사업 배경 및 중요성
필리핀 정부는 통합적 성장과 빈곤 감소를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농업과
농업관련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2010~14년간 필리핀에 대한 해외원조
총액은 60억 4,730만 달러였으며, 이 중 운송 및 저장이 34%, 농업 및 산림업
이 21%, 교육이 11%, 보건 7%, 인도적 지원 7%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 및 산
림업 비중이 전체 지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여전히 필리핀 전
체 노동력의 3분의 1 정도가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빈곤층의 75% 이상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2022 필리핀 국가개발계획에서는 이
러한 농업의 중요성에 비해,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 기후 및 자연재난
위험, 자원 감소와 고갈 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128) 낮
은 농업 기계화율과 부적합한 수확 후 관리시설이 미비한 이유로 인해 농업 생
산성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로 인해 건조와 가공 단계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며 농산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고 한다. 불충분한 교통
인프라와 비효율적인 물류시스템으로 인해 운송기간이 길어지고 운송 중 품질
이 떨어지며 운송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유로 필리핀 정부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내에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업
관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농업분야 개발목표로 하고 있
다. 또한 영세 농민의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위해 농산물 가치증대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현장 교육을 통한 기술적 노하우와 정보를 전파하려 하고 있다.
128) 김승준(201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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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필리핀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여 한국의 필리핀에 대한 농업부문
개발협력은 주로 식량안보 강화 및 식량 자급률 달성을 위한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2005년 ‘오로라 주 미곡 종합처리장’ 설립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곳곳
에 농작물 처리 및 가공 시설 건립을 도왔다. 2013년부터 시작한 500만 달러
규모의 ‘퀴리노주 새마을 농업종합개발사업’, 2010년에 시작한 2,176만 달러
규모의 ‘농업용수확보 및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소규모 저류시설 건립사업’,
2013년부터 시작한 400만 달러 규모의 ‘우량 벼종자 생산 및 보급역량 강화사
업’ 등이 주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작한 650만 달러 규모의 ‘파나이 섬 친
환경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는 특산품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도로 및 교량 건
축, 학교 설립 등의 종합적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2018년 필
리핀 내에서 해외원조기관 ODA 사업 평가회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기
도 했다. 고산지대 주민을 위한 식수개발, 위생화장실 보급 등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산지농업 기술 전수를 통한 소득 증진, 그리고 농산물의 판로
를 확보하는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필리핀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
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이나 농업 가치사슬 강화 및 농업유통 체
계 역량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환경 및 생태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이나 재난위험 경감 요소를 적용하
여 농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비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한국정부의 지원 전략
에 해당한다.129)
하지만 필리핀 농촌 지역에서 농민의 생활 개선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데
는 사회구조적 요인도 한몫하고 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농지개혁이 이루어지
지 못한 결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다. 농촌 지역이 처해 있는 이 같은 불
평등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성이나 평균 소득을 올리는 데 치중하는 사업
은, 자칫 마을에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나 권력이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업
129) 국무조정실(2016f),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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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개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이 절에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친환경적 농
업이면서, 동시에 ‘소농’을 타깃으로 한 케손주 혼농임업 사례로 취약계층을 포
함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보기로 한다. 케손주의 혼농
임업을 사례 연구로 선정한 이유에는 기존 농업 개발이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 효
과가 적었다는 점과 환경생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약했다는 진단에 근
거했다. 기존 사업에 비해 케손주의 혼농임업사업은 생산성 위주의 사업이 아
니라 취약계층이라는 대상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점과, 개발협력사업의 일몰
이후에도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2) 사업소개
필리핀 케손주(Quezon Province)는 태풍에 가장 취약한 지역 중의 하나이
다.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산악이 험준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
래서 아에타와 같은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곳과도 가까운 곳이다. 위 사업의 대상
은 1인당 소득이 하루 1.25달러 미만이고 경작면적이 2ha 미만인 소농으로 규
정되어 있다. ‘소작농을 위한 혼농임업’, 이는 당연한 목표로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도전적이고 무모해 보인다.
개발협력이나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대부분 소외계층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는 의문의 여지 없이 당연한 것으로 들리지만 외
부지원을 받아 실적을 내야 하는 곳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소외계층을 노
동력으로 이용하려는 단체는 이른바 노동생산성의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소
외계층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자원 동원력은 상대적으로 낮을 확률이 높다.
또한 혼농임업 자체는 그것이 가능한 특수한 환경하에서 가능한 것이고 작물의
선택도 매우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환금작물은 단일 재배로 생산하는 방식과
경쟁해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적어, 위의 목표는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실적이
지는 않은 목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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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손주 혼농임업사업은 한국의 에코피스아시아라는 단체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한 곳이다. 조사사업과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2013년까지
하면 4년 넘게 사업을 수행한 셈이다. 사업수행을 위한 파트너로는 필리핀국립
대학 로스바뇨스 캠퍼스(UPLB: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Los Baños)
의 임업ㆍ천연자원대학(CFNR: College of Forestry and Resources)이 참
여하였다. UPLB는 국제미작연구소(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가 있을 만큼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농림업 분야의 역사가 깊
은 곳이며, CFNR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했던 단과대학이다.
해당 대학은 임업 분야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
며 한국의 에코피스아시아 관계자가 교류가 있었던 단계에서 KOICA 프로그
램을 진행했다. 하지만 KOICA 지원을 위해 사업지로 선택한 제너럴 나카
(General Nakar)라는 곳은 UPLB가 있는 라구나주(Laguna Province)와는
매우 멀리 떨어진 곳이다. “라구나주 주변에서 혼농임업과 관련한 사업을 오래
추진해 오던 UPLB가 에코피스아시아와 함께 혼농임업을 실현할 새로운 장소
로 선택한 곳이 제너럴 나카였다”고 실무자는 이야기했다. 저소득층이 사는 지
역이면서 지형상으로도 혼농임업을 하기에 좋은 곳이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루손섬 동부에 속하는 이곳은 태평양과 접한 곳으로 산맥이 험준하고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 이곳에는 벼농사를 지을 만한 농지가 별로 없으며 생
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한다. 험준한 이 산맥에
는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원주민 중 하나인 아에타(Aeta)족이 살고 있는 곳
이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수렵채집을 병행하거나 화전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필
리핀에서 고산지대 거주민은 역사적으로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도 배제되어
자신들이 오래 거주해 오던 영토에서도 소외되었으며, 광산이나 대규모 농장이
들어온 뒤 자급자족할 터전을 잃은 채 임금노동자로 전락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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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주요 성과
1) 혼농임업 도입을 통한 경작지 내 생물 종수 증가
사업 전 지역 주민이 주로 재배하는 작물은 코코넛, 바나나, 파인애플 등이었
다. 반면 농민들에게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추가하고 싶은 유실수에는 구야바노,
람부탄, 란소네스 등이 있었다. 언급한 과일은 인기가 높은 작물임에도 불구하
고 한번 심고 나서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한계
가 있었다. 이 혼농임업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기간의 수확 기간이 필요한 작
물 이외에 여주, 콩, 가지 등 7개월마다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
하였다.

표 5-1. 혼농임업사업 지역 농민들이 재배 중인 3대 농업 생산물(2014년 기준)
농작물

가격(페소 / 개)

생산 기간

코코넛

5

7년 이후 매 2개월

바나나

0.8

매년

파인애플

15

매년

자료: 에코피스아시아(2014).

표 5-2. 혼농임업사업 지역 농민들의 재배 희망 유실수종(2014년 기준)
농작물

가격(페소 / kg)

생산 기간

구야바노(guyabano)

60

4년 이후 매년

람부탄(rambutan)

25

4년 이후 매년

란소네스(lanzones, langsat)

75

4년 이후 매년

자료: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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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혼농임업사업에 도입된 환금성 작물(cash-crop)(2014년 기준)
농작물

가격(페소 / 개)

생산 기간

여주(ampalaya)

40

매 7개월

껍질콩(string bean)

50

매 7개월

가지(egg plant)

40

매 7개월

자료: 위의 책.

화전 농업과 단일 경작으로 얻은 코코넛을 개당 5페소(120원가량)에 팔아야
했던 가난한 농민들에게 커뮤니티 양조장을 건설하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통
해 개당 40~75페소(1,000~1,800원가량) 하는 유실수 및 환금성 작물을 기르
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다. 2017년까지 39만 8,000달러가 투입되
는 이 사업을 통해 소득을 많이 낼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었다.

표 5-4. 혼농임업사업 농업생산성 실적(2017년 기준)
결과측정지표

기준치*

누적 산출물

사업종료 시 목표치**

43농가

152농가

106농가(3년간)

조성된 양묘장 수

2개소

4개소

4개소(3년간)

묘목관리대장 작성 여부

0개소

4개소

4개소(3년간)

2종 이상 유실수가 새로
식재된 농장 수

주: * 기준치: 2014년 단년도(1년간) 사업 결과치 또는 예상치.
** 목표치: 2015~2017년 다년도(3년간) 사업 결과치.
자료: 에코피스아시아(2017).

2) 혼농임업 참여자 및 교육 증가
경작을 하는 작물의 종류도 늘었지만 사업의 성과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
민수의 증가나 참여 지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 사업이 수행될
때는 제너럴 나카주에서 미나한 노르테(Minahan Norte), 막시캅(Magsik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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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개 바랑가이(Barangay)에서 시작했지만, 이후 페사와 마이강 등 2개 지역
이 더 추가되었다. 필리핀에서 바랑가이는 가장 작은 행정 단위 중의 하나로 도
시의 동이나 촌락지역의 면 정도의 규모가 되는 단위이다.

표 5-5. 필리핀 케손주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 작물 다양화사업 개요
지역(바랑가이)
Magsikap
Minahan Norte
Maigang
Pesa

인구
839명
(152가구)
345
(63가구)
884
(126가구)
671
(167가구)

토지면적(ha)

빈곤율(%)

목표 가구수

사업 시기

3,063

86

110

2014, 2015~17

576

92

48

2014, 2015~17

609

80

39

2015~17

518

86

76

2015~17

자료: 위의 책.

이 사업에 대한 주된 대상은 2ha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1인당 하루 2달
러 미만의 소득이 있으며,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계층으로 계획되었다.

표 5-6. 교육 제공 횟수 및 만족도

지역양묘장
회원
혼농임업
기본교육
역량강화교육

결과측정지표

기준치

누적/평균산출물

사업종료 시 목표치

교육실시 횟수

연 3회

15회

14회(3년간)

4.84

4.47

4

수료생 수

0명

84명

45명

수료생 수

0명

225명

45명

교육생 만족도
(5점 척도)

자료: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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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금성 작물 재배를 통한 소득 증가
에코피스아시아에서 수행한 혼농임업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사업 대상 지
역 주민 273명의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하였다. 4개 마을에서는 양묘장 관리위원
회 조직을 운영하고, 양묘장을 조성하고 파종하며, 농장을 조성하고 마을 숲을
조성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를 위해 혼농임업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환금성 작물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였다. 특히 농민들에게 부
가가치가 높은 묘목을 공급하는 양묘장 조성과 운영은 혼농임업에서 핵심 사업
이었다. 이곳에서 키우는 묘목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대상 그룹에 최우
선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묘목은 양묘장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마을의 취
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나누어 주었다.

표 5-7. 2017년도 제너럴 나카 농업축제 바랑가이별 판매수익
지출

판매수익 총액

순수익

(페소)

(페소)

(페소)

17종

4,825

14,252

9,427

66

14종

3,542

6,985

3,443

49

바랑가이

상품 수

Magsikap
Minahan Norte

수익률(%)

Maigang

8종

2,945

5,865

2,920

50

Pesa

15종

3,015

7,295

4,290

59

자료: 위의 책.

2015년부터 시작하여 제너럴 나카 지역의 농업축제에 참가하여 에코피스아
시아 회원들은 여러 소득창출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혼농임업사업 실행과 지역발전에 대한 감사장을 받기도 했으며,
사업지역인 페사 지역이 우수 바랑가이에 선정되고, 개인회원 2개 농장이 우수
농장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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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환경적 농경 방식의 정착
해당 사업에서 중요하게 표방하고 있는 가치 중의 하나는 ‘친환경적 작물 재
배’였다. 해당 지역에는 화전농이 성행해 삼림이 파괴되어 태풍이나 홍수와 같
은 자연재해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에코피스아시아의 사업은 기본적
으로 생물종 다양성, 산림복원, 기후변화 적응을 주제로 하였다. 특히 고산 지
역의 원주민이 화전을 많이 하고 있어 화전을 금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
였다. 단순히 화전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원주민이 혼농임업에 참여하도록 요구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표 5-8. 필리핀 혼농임업사업 지역 바랑가이별 유기비료 생산 현황
바랑가이
Magsikap
Minahan Norte
Maigang
Pesa
아에따중앙학교
(SPA PTA)

지렁이 유기토장
○
(2015~17)
○
(2016~17)
○
(2016~17)
○
(2017)
-

유기액체비료 생산

자연퇴비장

○

-

○

-

○

-

○

-

○

○

자료: 위의 책.

에코피스아시아에서는 4개 바랑가이 사업 지역 내에 혼농임업 시범농장 중
심으로 유기농 환금성 작물을 생산하고 카카오를 시범으로 경작하는 일을 진행
했다. 특히 2017년에는 신규로 회원에 합류시킨 원주민 그룹 아에따중앙학교
의 교사학부모협의회(SPA-PTA)에 대해서도 유기농 종자 배분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표 5-8]과 같이 친환경 유기비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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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공요인
1)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개발사업 성과 면에서 실제 얼마만큼의 농민이 혼농임업에 참여했으며 소득
을 올렸는지는 중대한 지표가 될 것이다. 에코피스아시아 사업에서는 토지에
대한 제한을 2ha로 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문제는 이들은 대부분 소농이며 임
금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동안 다른 작물을 재배해 볼 필요성을 못 느꼈
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 소농들로 하여금 경작 방식을 전환하게끔 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혼농임업이 결과적으로 소득을 올릴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했
다. 또한 경작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 중의 하나는 경작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혼농임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로 경작하기보다 집합
적인 방식의 경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소농을 위한 사업이라고 표방했
지만 실제로 공동으로 경작할 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사업 실무
자는 말했다. “오히려 대규모 토지를 가진 사람 중 일부가 공동 농장에 참여 의
사를 밝히면서 사업이 편해졌다”고 한다. 원래 주요 사업대상은 아니지만 지역
내의 부유 계층이 참여하면서 공동부지도 확보하여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
져온 것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농작 방식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데 대한 인식의 전
환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따라서 연례적으로 농업교육 및 역량강화교육과정을
통해 유기비료 제작 기술훈련 및 실습과정이나 지렁이 유기토장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습득하도록 했다. 경사지형으로 인하여 수분이나 양분 손실이 커 토양
이 척박한 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병행되었다. 2015년 토양 산도를 측정한 결과
산도가 높아 재배 가능한 작물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콩류와 같이
토양 산도에 적합한 작물을 재배하거나 유기토비나 유기토양개선제를 사용하
여 토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함께 해야 했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환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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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재배를 위한 협동농장 및 소규모 공동텃밭을 통하여 생산하고 지자체와
연결하여 판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업 내용의 중심인 지역양묘장
(Community Nursery)을 만들고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양묘
장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림 5-1. 필리핀 혼농임업 연중 작물 재배 주기

자료: 위의 책.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곡물이나 야채 외에 카카오를 주력 작물로 선정한 점이
다. 일반적인 고산지대나 주변 마을에서는 커피를 재배하는 데 반해, 이 지역은
지력이 좋지 못한 조건을 감안하여 카카오를 재배하였다. 토질에 대한 지속적
인 조사와 실험을 통해 내린 결정이었다. 생태환경상 코코넛, 바나나, 파파야,
카사바, 파인애플이나 다른 환금성 작품과 다층적 혼작이 가능하여 주목을 받
았다고 한다(에코피스아시아 2017). 또 하나 이 사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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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종자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다. GMO 및 화학 처리한 하이
브리드(hybrid) 종자가 아니라 자연 채종형 종자를 구입하여 작물을 수확한 후
채집된 씨를 이용하여 다시 재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대부분의 농업사업
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수확량에 집중하면서 개량된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
적인 것에 반해, 토종 종자의 재생산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아이디어는 필리핀 농민단체인 마시팍(MASIPAG: Magsasaka at
Siyentipiko rara sa Pag-unlad ng Agrikultra)과의 협업 이후에 더 구체적
으로 추진되었다. 지자체의 협조하에 마을에서 생산된 작물을 팔 수 있도록 시
장이 형성된 점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그림 5-2. 혼농임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

자료: 에코피스아시아 홈페이지(ecopeaasia.org).

농민들이 선호하는 유실수, 환금작물, 산림수종 중 현지 풍토에 적합하지 않
는 작물의 경우(예를 들어, 망고스틴)에는, 기대 이하의 재배결과를 낳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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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수확이 잘 되더라도 시장성이 없다면 소득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이
러한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현지작물 시장을 검토하고 자문단 내부토론
회, UPLB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물을 선별했다. 또
한, 현지의 혼농임업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여 단년도 사업기간 동안, 작물별로
묘목과 종자 공급망을 구축했다. 공급 작물 선정에 있어 1차적으로 전문가 의
견을 반영하여 작물을 선정하고, 2차적으로는 확보 가능한 작물부터 공급, 마
지막으로 자체 생산 및 추가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묘목 및 환금작물, 산림수
종 공급망을 구축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2) 참여의 다변화와 제도화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 중 중요한 점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혼농임업에 종
사했으며 이러한 농업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파급효과를 가져왔느냐일 것이다.
해당 사업을 위해서 에코피스아시아는 해마다 65명을 목표로 정했다. 실제 200
명이 넘는 숫자의 주민이 새로운 농법에 대한 훈련을 이수했으며, [그림 5-3]과
같이 다양한 그룹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농
법을 확산하는 인자가 되는 등 실제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5-3. 필리핀 혼농임업사업 참가자 멤버십 다이어그램

자료: 위의 책.

172 •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 중심으로

이 단체의 사업보고서나 실무자의 인터뷰에서 한 가지 특기할 점은, 가시적
성과를 포기하고 마지막 연차에서는 신규 회원을 많이 받지 않은 점이다. 이는
협력기관인 필리핀 대학 학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로, 신규 회원 확대보
다 기존 회원들의 혼농임업 실행역량 향상 중심으로 교육 및 실천을 심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에서 KOICA 등의 지
원기관에 사업을 제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초
설정한 산출량(output)을 지키는 것이 사업수행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
기 때문에 양적 확장을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무자는 이 부분
에서 KOICA와 이견이 있었고 이를 해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
급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에코피스아시아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현지 단
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혼농임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교육을 수행했던 UPLB와 같은 대
학, 지자체의 환경자원국(MENRO: Municipal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Office) 및 지방 농업국(MAO: Municipal Agriculture Office)
과 같은 공공기관, 동남아시아 혼농임업교육네트워크(SEANAFE)나 농업인단
체 마시팍과 같은 민간단체가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었던 것은 큰 장점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업은 학교와 연계하여 교사-학부모 조직을 농업 전파의 교
두보로 삼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교육과 지역운동을 결합하여 파급력을
높이는 사회운동의 주요한 패턴으로, 본 연구의 대상 사업에서는 가능한 한 많
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하면서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조직화(community organizing)에 주력하였다. 4개 바랑가이
생산자 협의체인 ‘유기농 카카오 및 고부가가치농작물생산자협의회(OCOHA:
Organic Cacao Planters & High Value Crop Association)’가 결성된 것
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이렇게 양성된 농민이 다른 지
역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됨으로써 개발단체가 현장을 떠난 뒤에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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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현지 농민단체 마시
팍이 결합하면서 토착적인 품종 개발과 종자의 재생산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한 점은 해당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작물과 생산 방식을 민속지식
(Ethno-knowledge)을 활용한 좋은 예로 보인다.

3)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
해당 사업은 2015년에서 17년까지의 3개년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2013년
기초조사사업에 이은 2014년 1년 시범사업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예비적인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
다. 제너럴 나카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기 전에, 이 사업을 주도적
으로 추진한 에코피스아시아와 UPLB는 이전부터 아시아지역의 혼농임업을
위한 연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곳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
로 학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농업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게 된 데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던 실무자의 역량과도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무자는 UPLB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학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에서도 주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활동가 출신이었다. 이는 실험적으로 보이는
‘혼농임업’이라는 사업에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혼농임업은 일반인, 아니 소외계층을 대
상으로 하여 진행하기에는 이해와 실행에 있어 문턱이 높은 사업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었던 데는, 한국과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운동 차원에서의 노력이 융합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파종 및 육묘 기간(1~2년)을 고려한다면 최소 5년간의 지속사업이 필요하
다. 이에 따라 KOICA 단년도 사업 이후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단년도 사업에서 종료되거나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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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다년도 사업으로 종료될 경우, 환금성작물을 통한 소득 증대, 농업생산
성 및 생물종 다양성 향상 등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계획대비 목표달성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유실수 식재를 통한 산출물에 대한 사업평가는 사
업기간 내에 진행되기 어려워 목표 달성 확인이 쉽지 않다.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을 주관한 에코피스아시아가 중점적
으로 염두에 두었던 부분이다. 소득 증가라는 목표 외에도 열대우림을 보호하
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
한 사업목표 중의 하나였다.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소득 격차와 상관없이 육류
섭취에 대한 선호가 높고 채식을 소득이 낮은 식습관과 연결시키는 관념이 많
이 남아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유기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자 했다고 단체 관계자는 강조했다. 본 사업이 “단순한 친환경프로그램이 아니
라 인간과 환경의 상생과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도 첨
언했다.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많은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병충해에 강하고 많은 수
확을 내는 품종을 중심으로 재배하고,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나 온실을 이용한다. 이러한 ‘선진적인’ 농업방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마을의 지
도자를 초청하여 농업을 교육시켜 지역사회에서 확산하도록 하는 방식도 많이
이용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을에서 선택된 리더는 대개 지역사회에서도 토지
를 어느 정도 소유했거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만약
소농이거나 원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려면 훨씬 세밀하고 조직화된 추
진 전략이 필요하다. 실무자와의 인터뷰에서 위 사업이 ‘농촌개발 프로그램’이
아니라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기를 바랐다는 내용은 여러 가지로 시사
점을 준다. 농촌개발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성과지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가치가 희생되기 쉽다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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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필리핀 케손주 사례에서는 현지 대학 및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지방자치제와의 협력체계, 판매 시장의 확보,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혼농임업이라는 생소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농이나 원주민을 사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게 한 점에서 다른 농촌개발사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극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농이나 원주민은 기술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고 이
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아 사업 구상이나 목표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소득
이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단계에서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구체적[가시적]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상대적
으로 높은 기술과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 대상으로 선택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에코피스아시아의 혼농임업사업은 사업 계
획부터 2ha 미만의 토지를 보유한 소농으로 대상을 특정하였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다른 농민을 훈련할 수 있는 지도자로 육성하는 프로그
램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구별된다. 구체적인 산출물(output)을 계
량적으로 증명하기를 원하는 원조기구의 목표와는 달리, 현지의 필리핀 파트너
가 배출되는 농민의 수보다 역량배양의 효과성이나 질이 중요함을 역설한 점
은, 한국의 개발협력 관련 정부기구나 민간단체가 본보기로 삼을 만한 지점이다.
소득 증대 역시 에코피스아시아나 필리핀 파트너에게는 환경적 효과나 주민
역량 배양 이후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였지만, 개발협력기구의 재원을 받는
순간 우선시해야 할 목표로서 요구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단체가 이 사업을 농업분야 개발보다는 환경분야로 분류되길 원했다는 점
은 우리의 농업분야 개발사업의 내용이 여전히 환경분야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성찰케 한다. 원조효과성이 사업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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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원조 이후의 지속성이나 환경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최근의 개발협력담론을 고려할 때 필리핀 사례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농촌지
역개발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
가. 사례 소개
1) 미얀마 농업분야 개발협력 개요
2011년, 떼인세인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준 민간정부가 출범한 이래 미얀
마는 본격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정이 지속된 50여 년 동
안 고립을 자처해온 미얀마의 개방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풍부한 천연
자원과 저임금 노동력,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큰 신흥 소비시장이라는 점에서,
특히 해외 진출 기업이나 투자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전 국민의 89%가
불교도이고 현재까지도 불교문화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미얀마는 수많은 불
교문화유산뿐 아니라 다양한 기후대에 걸쳐 있는 수려한 경관까지 보유하고 있
어 미얀마를 방문하는 해외여행객의 수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
개혁개방 이래 연 경제성장률 7~8%를 기록하며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
한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여러 형태의 교류로 가시화되었다. 국제
개발협력도 그중 하나로, [그림 5-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혁개방 정책이 추
진된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 지원은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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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OECD DAC 회원국의 대미얀마 ODA 지원 총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0. 11. 2) 제공 데이터 토대로 저자 작성.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ODA 지원도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하여 이루어졌
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미얀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이 구체화된 것은
2011년, 새마을운동의 전수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양국 정상의 국빈
방문을 통해 이루어진 새마을운동 ODA 사업에 관한 논의는 곧 소규모 새마을
운동 시범사업으로 구체화되었고, 2013년 이후 새마을운동 ODA가 한국 ODA
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미얀마는 2015년 중점협력국 지위로
승격되었다. 두 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된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2015년부
터 미얀마 전역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해외 농촌공동체 개발 지원
사업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대형 프로젝트로 확장되었다(사업 추진과정에서
110개 마을로 확장됨). 새마을운동사업 외에도 각 부처 및 기관이 앞다투어
유·무상의 ODA 사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미얀
마에 대한 ODA 총액은 66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국민들을 충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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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린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크게 회자되었을 만큼 미얀마에 대한
ODA는 붐을 이루어, 미얀마에 대한 전체 ODA 총액은 2012년 약 62억 원에
서 2013년 123억여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액되었다(그림 5-5 참고).

그림 5-5. KOICA의 대미얀마 ODA 지원 추이(1991~2018)
(단위: 원)

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stat.koica.go.kr, 검색일: 2020. 8. 10) 제공 데이터 토대로 저자 작성.

미얀마에 대한 농림수산 분야 ODA 지원 규모는 ODA 총액이 증가하는 데
비례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2013년 지원액은 약 47억 원으로 전
년도의 18억여 원보다 2.5배가량 증액되었고, 이듬해인 2014년에는 107억여
원으로 다시 또 크게 증액되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미얀마
농림수산 분야에 지원된 총 ODA 예산은 약 538억 원으로 1991년부터 22년
동안 지원된 누적총액 130여억 원보다 4배나 많다. 2010년 OECD 개발원조
위원회(DAC)에 가입함에 따라 ODA 예산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같은 시기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된 라오스나, 이전부터 농림수산 분야
지원 비중이 높았던 필리핀보다도 많아 미얀마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ODA의
집중도가 매우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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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2013~18년간 동남아 중점협력국 농림수산 분야 KOICA ODA 지원 총액
(단위: 백만 원)

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stat.koica.go.kr, 검색일: 2020. 8. 10) 제공 데이터 토대로 저자 작성.

2019년 기준 미얀마 전체 인구 가운데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비율
은 69.15%가량을 차지한다.130)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커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미얀마 전체 고용의 61%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기도 하다.
이처럼 농업 및 농촌지역이 미얀마 국민의 삶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과, 또한
미얀마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여 우리 정부의 대미얀
마 ODA 사업도 농업에 특히 중점을 두어 이루어져왔다. 1990년대부터 2020
년까지 KOICA에 의해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미얀마 농업분야 개발협
력 프로젝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5-9]와 같다.

130)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0. 8.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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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KOICA 지원 미얀마 농업분야 개발협력 프로젝트 사업 시행 내역
시작연도

종료연도

잠업개발사업

사업명

1997

1998

산림녹화 시범단지 조성사업(1차)

1998

2000

중부지역 산림녹화 시범단지 조성사업(2차)

2004

2005

중부 건조지역 산림녹화사업(3차)

2008

201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4차)

2013

2016

농업관개기술센터 역량강화사업

2008

2010

흘레구 지역 농업 및 농촌개발

2008

2010

구제역 방지시스템 개선사업

2011

2014

농산물 수확 후 관리기술 지원사업

2011

2014

농업 기계화를 위한 경지 정리 및 농업기계훈련사업

2013

2017

내수면 수산양식산업 기반조성사업

2014

2018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014

2019

수확 후 관리기술 연구소 설립사업

2014

2019

농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설립 역량강화사업

2016

2020

에야와디 델타지역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2017

2019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 지도역량 강화사업

2019

2023

ICT를 활용한 개발소외지역 참여적 농촌개발사업

2020

2025

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stat.koica.go.k) 내 미얀마 농림수산업 분야 사업 내역 정리(검색일: 2020. 10. 20).

[표 5-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그간 미얀마에서 추진되어온 농업분야 개
발협력사업들은 주로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기술 전수에 중점을 두어 추
진되어왔다. 농업이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 산업
화에 주력하여 농업 부문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농업
생산성이 급속히 저하된 미얀마의 농업 현실을 고려하면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
한 기반과 기술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농지를 갖고 있지 않거나 농업 외의 다
른 생계수단이 주 소득원인 가구가 상당수에 이르는 미얀마 농촌지역의 사회경
제적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 생산성 증대나 기술 전수 외에도 포괄적이며 포용
적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접근법도 필요하다. 새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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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농촌공동체 개발 모델로서 추진되었던 밀레니
엄 빌리지 프로젝트(Millenium Village Projects)가 그와 같은 접근법을 보여
주었다. 우리 정부의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식 농촌개발도 이와 같은 접근법으
로서 주목받았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기 시행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들 가운데 농촌공동체
종합개발의 성격을 지닌 새마을운동사업을 사례로 선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미얀마에서도 농촌개발사업은 주로 새마을운동 방식을 적용하여 추진
되어, 2012년부터 3년간 두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이 몇
개 부처의 협동 사업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유형의 개발협력사업
은 한국과는 다른 현지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신중
히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12년부터 3년간 시행되었던 첫 번째 시범
사업은 이런 점에서 보자면 실패라고 볼 만한 여러 문제와 과제를 남겼다.
2010년 공여국의 반열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초기
ODA 사업 모델로서 시행되었던 탓에 다분히 형식적이고 성과목표를 달성하
는 데만 주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개발사업의 혜택이 소수집단에 편중
되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참여 동기를 잃어 사업의 성과가 지속되지 못하게 되
는 한계를 노정하였다.131) 이런 점에서 보자면 2015년부터 110개 마을로 확
장하여 새롭게 추진된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앞서 시행된 사업의 한
계가 어떻게 극복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비교하여 성
공요인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사례일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시작하는 시
점에서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평가 결과를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사례에서 제외하였다.
개발협력사업이 여러 접근법 가운데 하나를 실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를 창출해내는 데 목표를
두기보다는 장기적 전망을 갖고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접근
131) 김희숙(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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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
례를 선정하기보다는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접근이긴 하나 다른 공
여주체들에 의해 추진된 개발협력 사례와 연계되어 통합적 효과를 낼 수 있으
며 그 효과 또한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유형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KOICA 지원하에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한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이 그것으로, 미얀마 농업 및 농촌 발전의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공여주체
들에 의해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개별 사업들이 가져다줄 통합적 효
과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199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20여 년간 지속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은 또한 사업의 지속성이 가져다줄 효과를 확인하기에도 적합하다. 처음부
터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 사업들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본 연구는 2~3년의 사업기간으로 종료된
단일 사업이 아닌 네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전체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포괄
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로부터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 사례는 ‘산림녹화’라는 특정 목표에 집중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포괄적 농촌개발을 전략 목표로 삼는 근래의 농림수산업 분야 개발협력
기조에 비추어 보자면 한계가 없지 않다. 개발협력사업의 초기 형태로서 산림
과 농업, 농촌 주민의 삶을 동시에 고려하는 포괄적 접근이 추구되지 않은 결과
다. 그러나 사업을 통해 이룬 성과가 있는 만큼 이러한 한계는 극복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개발협력사업이 성공적으
로 수행될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에서 확인된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방법도 성공요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DA 사업으로 추진된 산림녹화사업과의 비교를 위해 4차 사업에 참여한 시민
사회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마을 지원 사업을 비교연구
사례로 추가하였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마을숲과 공동생산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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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사업은 산림관리 ODA 사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미얀마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수요와 필요성
환경 악화에 따른 기후 변화의 광범위한 영향은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치
달아, 세계 각지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 신호가 다양한 형태로 감지되고 있
다. 미얀마 역시 기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최근 20년
(1998~2017년) 동안 미얀마는 푸에르토리코에 이어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Eckstein et al. 2020). 2008
년 14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외에도 240여만 명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이클
론 나르기스(Nargis)의 영향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미얀마에 위
협을 가하는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은 그 전이나 후로도 상존해왔다. 벵골만
을 향해 불어오는 계절풍의 영향 외에도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징후는 여러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 10년마다 평균 0.08℃씩 기온이 상승하고 몬순 기간은 짧
아지는 대신 강수량은 10년마다 평균 29㎜씩 증가하고 강수 주기 또한 불규칙
해져 집중호우와 태풍, 홍수, 이상 고온 및 가뭄 등의 이상기후 현상도 갈수록
증가해가는 추세다.132)
점점 더 예측하고 방비하기 어렵게 된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더하여 산림 면
적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문제도 미얀마가 경험하는 기후 변화 위기의
또 다른 일면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5년마다 발표하는 글로벌산림
자원평가(FRA: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자료에 따르면, 2015
년 미얀마의 산림 비율은 전 국토의 약 42.95%를 차지하여 아세안 국가들 중
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산림 면적을 자랑한다.133) 인구의
70%가량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식량과 가축용 사료, 연료 등 기본적인 수요
132) 푸른아시아(2016), p. 8.
133) FAO(2020), http://www.fao.org/3/cb0030en/cb0030en.pdf(검색일: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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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림으로부터 얻고 있다는 점에서 미얀마 국가적으로 산림이 갖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크다.134)
하지만 미얀마의 산림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부터 2015년 사
이 약 1,000만 ha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산림 감소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빨라지는 추세를 보여, 1990년부터 2000년 사이 1.2%
였던 연간 산림 감소 비율이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1.8%로 증가하기
도 했다. 불법 벌목과 상업영농을 위한 대규모 개간, 도로 건설, 댐 건설 등이
산림 면적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2011년 개혁개방과 함께 다양한
성격의 국토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산림 감소 비율 또한 빨라진 것으로 추정
된다.135)

표 5-10. 미얀마 산림면적 비율 변화
(단위: %)

구분(연도)

1990

2000

2005

2010

산림(Forests)

58.0

51.6

49.3

47.0

목재생장지역

28.8

29.1

29.4

29.7

농경지 등 기타

13.2

19.3

21.3

23.3

자료: 푸른아시아(2016), p. 9 수록 표 내용 재구성.

미얀마 중부의 만달레이와 마그웨, 사가잉 지역에 걸쳐 있는 미얀마 건조지
대의 산림 황폐화는 지리환경 여건과 생존을 위한 인위적 개입이 이중으로 작
용하여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약 820만 ha로 미얀마 전체 국토의 12%가량을
차지하는 중부 건조지역은 미얀마 서부의 아라칸 산맥이 남서부 해안에서 불어
오는 계절풍을 가로막아 연평균 강수량이 미얀마 전체 평균(2,513㎜)의 1/4
수준인 586㎜에 지나지 않는 데다 건기인 여름철에는 최고온도가 46℃까지 오
르기도 하는 등 혹독한 기후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전체
134) MoNREC(2020).
135) World Bank(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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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약 19%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은 미얀마 전체 평균보다 1.7배가량
높은 인구 밀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조건 역시 건조지 산림 황폐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농경지 비율이 약 70%로, 미얀마 전체 평균인 19.3%보다 월등히 높고, 지역
인구의 58%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25% 역시 농업 노동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중부 건조지역은 미얀마의 핵심 농업지대를 이룬다. 강수량이 적
어 벼농사보다는 땅콩과 콩, 깨 등의 유지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는데, 갈수록
강우가 불규칙해져 농업생산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한 대
처 방안으로 다른 소득원을 찾아 나섰다. 어려운 시기에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목축이 그것으로, 이 지역은 미얀마 전체 축산 비율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중
요한 가축 산지이기도 하다.136)
농업과 목축이 지역 주민들의 주요 생업으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은 곧 산림
비율의 감소로 이어졌다. 실제로 이 지역의 산림 비율은 26.7%로, 미얀마 전체
평균인 47%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137) 산림 비율이 낮은 데 반
해 지역 주민들의 산림 자원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주로 취사용으로 사
용하는 연료용 목재와 가축 사료, 농사에 필요한 지주목, 산짐승으로부터 얻는
식재료 등 일상의 다양한 수요를 산림으로부터 얻고 있다.138)
산림 황폐화에 대한 대응과 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해
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얀마 정부는 1953년부터 중부 건조지역 산림 복원 사
업을 추진해왔다.139) 1995년부터는 사회, 환경 및 경제를 위한 산림자원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토양, 수원, 야생동식물, 생물다양성, 환경보호와 산림
자원의 지속성,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사회·환경적으로 안정적인
산림 이용 효율화, 산림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
136) JICA(2010), p. 4; Khaing Khaing Soe(2018), p. 45.
137) 푸른아시아(2016).
138) Khaing Khaing Soe(2018), p. 45.
139) Tun Tun(2000),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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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등을 담은 산림정책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1997년에
는 자연자원산림보전부(MoNREC: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내에 건조지녹화국(Dry Zone Greening
Department)을 별도로 설치하여 녹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을 만큼 이 지역의
환경 변화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관심은 높다.140) 그러나 부족한 재정과 산림
관리 역량 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미얀마와 개발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공여국
들에게 녹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우리 정부 역시 이에 응하여 1998
년부터 중부 건조지역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3)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녹화 사업 소개
중부 건조지역의 산림 황폐화와 이에 따른 사막화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미
얀마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산림녹화사업은 1998년부터 본격 착수되었
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후속사업이 추진되어, 2016년까지 근 20년 동안 사업
이 지속 추진되었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차에 걸쳐 추진된 산림녹
화 사업의 개요는 [표 5-11]과 같다.

표 5-11.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 시행 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액

조림면적

(USD)

(ha)

중부지역 산림녹화 조림사업

1998~2000

180,000

120

중부지역 산림녹화 시범단지 조림사업

2004~2005

300,000

330

중부 건조지역 산림녹화사업

2008~2010

1,500,000

45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

2014~2016

1,000,000

240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06a, 2006b, 2008, 2011, 2018) 토대로 저자 정리.

140) 산림청(2018); MoNREC(2020).

제5장 기후변화 대응사업 사례 연구 • 187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되는 데는 1994년, 당시 KOICA 전문가로 미얀마에 파
견된 산림청 소속 연구관이 사막화 방지 사업 시행을 미얀마 정부에 건의하고,
동시에 KOICA에도 동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는 미얀마 측의 수요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얀마 정부는 중부 건조지
대 산림 황폐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 숙원사업으로 1994년 1월부터 3년
간 21만 ha의 산림 조성 사업에 착수한 상태였는데, 재원과 기술 부족으로 사
업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1997년 6월, KOICA에
중부 건조지역 산림녹화에 관한 사업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1998년도 우량협력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이
를 위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사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듬해부
터 사업이 개시되었다.141)
‘미얀마 중부지역 산림녹화 시범단지 조림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추진된
1차 사업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추진되었다. 사업 대상지역은 미
얀마 중부 바간(Bagan)의 냐웅우(Nyaung-U) 지역으로, 냐웅우 시내에서 약
10km 지점에 자리한 뚜잉산(Tu Ying Taung) 구릉지에 120ha 면적의 조림
지를 조성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삼았다. 한국에서는 KOICA 주관하에 산림
청이 시행을 맡았고, 미얀마 측 사업시행기관으로는 미얀마 임업부 임업국, 냐
웅우 지방산림관리 사무소가 참여하였다.142)
2차 사업은 이로부터 4년이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추진되었다. 2002년 10
월 14일 개최된 제2차 한-미얀마 임업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미얀마 정부가 이
사업을 추가로 시행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후속사업 추진이 결정되었다. 3차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추진되었다. 앞서 두 사업과 마찬가지
로 바간 근처의 냐웅우 타운십에서 추진되었으며, 기존 사업지보다 시내에서
좀 더 떨어진 보호림(Ayardaw protected public forest) 내 사막화가 진행
141) 한국국제협력단(2016a).
142)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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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황폐지(100ha) 및 바간 유적지(50ha)에 총 150ha의 조림지를 조성하였
다. 기존의 산지 조림 외에 미얀마의 유명 관광지여서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바
간 유적지를 사업대상지로 포함시킨 것이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이다. 4차 사업
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2014년
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었으며, 사업을 통해 총 240ha 면적에 나무를 식재하
는 조림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세 사업지에 대한 사
후관리가 사용 내용으로 추가되었다. 앞서 세 차례의 사업이 KOICA 주관하에
산림청을 시행주체로 추진되었던 것과 달리 마지막 4차 사업에서는 한국의 시
민사회단체 푸른아시아가 시행주체로 참여했다는 차이도 있다.
산림녹화가 핵심 목표였던 만큼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다. 조림 및 양묘 지도, 기술 자문을 위한 전문가 파견, 현지 산
림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생 초청 사업, 그리고 조림 및 관리를 위한
기자재 공여를 기본으로 사업 내용이 구성되었다. 4차 사업에서는 여기에 추가
로 개량화덕 보급, 마을 연못 축조가 포함되었다. 본래 이 사업에서는 일반조림
(205ha) 외에 유용수종 단지 및 연료림(35ha)으로 구성된 ‘공동체 숲’을 조성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혼농임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한다는 계획이 포함
되어 있었으나 조림예정지가 주민 접근이 없는 땅이어서 공동체 숲으로 적합하
지 않고, 단체와 주민의 직접 접촉 또한 적절치 않다는 미얀마 측의 의견에 따
라 무산되었다.

나. 사업의 주요 성과와 성공요인
1) 사업 성과
4차에 걸쳐 시행된 ‘중부 건조지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 전체에 대한 사후
평가는 2018년에 이루어졌다. 사후평가를 맡은 조사팀은 두 차례에 걸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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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고, 이 사업의 주관부처였던 건조지녹화국 공무
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
다. 평가는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
속가능성―과 범분야 이슈를 반영한 6개 부문에 대한 평가와 조림사업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143)
5대 평가기준 및 범 분야 이슈로 구성된 6개 부문에 대한 이 사업의 종합평
가 결과는 3.89(리커트 척도 5점 산정 점수)로 집계되어 ‘우수’로 판정되었다.
OECD DAC 5대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적절성(4.0), 영향력(3.92), 효
과성(3.87), 효율성(3.87), 지속가능성(3.79) 순으로 나타났다. ‘적절성’과 관
련한 평가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한국 사업기관의 협력도’였으
며, ‘영향력’에서는 ‘자연피해 경감’이, ‘효과성’에서는 ‘산림 환경정책 개선’
이, ‘효율성’에서는 ‘한-미얀마 사업단 간 의사소통 효율성’이, ‘지속가능성’에
서는 ‘후속 산림사업 추진 필요성 인식’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의 성과를 꼽아보면 ① 산림녹화
성과 ② 주민 생활환경 및 삶의 질 개선 ③ 간접 소득 증대 효과로 요약할 수 있
다. 각 성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산림녹화 성과
총 4차에 걸쳐 이루어진 산림녹화 면적은 1,140ha며, 이에 대한 평가는 사
업별 조림사업지에 무작위로 20m×20m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조림목의 활착
률과 수고, 흉고직경과 근원직경을 조사한 결과 및 양묘장, 사업관계자와의 면
담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44)
조림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림지의 수목 활착률이 평균 90%를 넘는
우수한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1차 사업지의 경우 수목 평균 수고가 매우 낮게
143) 한국국제협력단(2018), pp. 25~29.
144) 위의 책, p. 61.

190 •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사업지의 토양이 척박하고 수종이 생육하기 어려운 조
건인데다 긴 가뭄으로 인해 식재한 수목 대부분이 고사했기 때문이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림지의 상태가 양호하게 보전되었던 것은 4차 사업을 통
해 보식이 이루어진 덕분이었다. 기존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포함하여 후
속사업이 설계될 때 사업 성과의 지속가능성 또한 확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
증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실시된 냐웅우 지역에 대한 산림녹화 사업이 미얀마 정부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는 데는 이 일대가 수천 기의 불탑과 사원들을 가진 미얀마 최
고의 성지이자 관광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가 추진한 산림녹화사업
은 이로부터 다소 떨어진 산지에서 이루어져왔는데, 3차 사업에서는 바간 유적
지 내 사원 일대가 조림사업지로 추가되어 조림사업의 심미적 효과를 한층 돋
보이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건조지 특성에 맞게 수종을 선택하고, 조림지의 환경
여건을 고려한 산지사방기법과 식재 기술을 적절히 활용한 결과 우수한 조림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후속 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지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
어짐에 따라 산림녹화 성과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사업 대상지역
중 하나인 바간 유적지 일대는 미얀마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 중 하나여서 이
사업은 경관 개선에 따른 심미적 가치는 물론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
한 것으로 평가된다.145)

145) 위의 책, pp. 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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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3차 사업으로 조성된 미얀마 바간 유적지 내 조림지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8), p. 80.

② 주민 생활환경 및 삶의 질 개선
이 사업의 또 다른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조림사업 과정에서 설치한 관정
을 주민들에게 양도하고 개량화덕을 보급함으로써 부분적이나마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생산해냈다는 점이다. 건조지역으로서 물이 부족한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하루 평균 두 시간가량을 취수에 할애해야 했다. 그러나 사
업 종료 후 주민들에게 양도한 관정에 미얀마 정부가 각 가구로 연결해 줌에 따
라 취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함은 물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4차 사업으로 보급된 개량화덕 또한 주민들에게 크게 환영받았다. 지역 주민
들이 기존에 사용해오던 화덕은 돌 세 개를 괴어 사용하는 것으로, 연기가 많이
나고 열효율이 떨어져 연료목도 많이 소모되었다. 이에 비해 4차 사업에서 보
급한 개량화덕은 열효율이 높아 땔감 사용량을 약 40%가량 감소시켜 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사업에서는 총 6,000식의 개량화덕을 보급하였고, 이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매우 높아 화덕의 사용연한이 지난 후에 재구입하는 비율이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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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지역 주민들이 사용해오던 전통화덕(좌)과 4차 사업에서 보급한 개량화덕(우)

자료: 푸른아시아(2016), p. 88.

사업을 맡았던 푸른아시아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량화덕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96% 이상으로, 화덕 사용의 장점으로 93%가 땔감 소비량이 절감했
다고 응답했고, 연기가 덜하다는 응답도 14%로 나왔다.146) 연기가 적게 나는
점은 특히 취사를 담당하는 여성의 건강에도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조
림지에서 지역 주민들이 연료용으로 나무를 베어가는 경우가 다수 목격했다는
시행주체(푸른아시아)의 말을 감안하면, 개량화덕의 보급은 조림지의 유지에
도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47)

③ 소득 증대 효과
사업 종료 후 주민들에게 관정을 양도하고 개량화덕을 보급함에 따라 얻어
진 경제적 효과도 이 사업을 통해 이룩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관정을 수도관
으로 이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은 평균 2시간 정도 걸리던 취수 시
간을 경제활동에 투입하여 가구 평균 약 41%의 소득 증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146) 푸른아시아(2016), p. 94.
147) 위의 책,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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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개량화덕 역시 연료 확보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게 해
주어 유사한 효과를 생산해냈다. 조림사업을 통해 숲이 조성됨에 따라 사료용
풀이 더 많이 생산되어 가축 사육에 도움을 준 점도 경제적 효과로 꼽을 수 있
을 것이다.148)

2) 성공요인
①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정기술 투입

이 사업의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는 산림녹화 성과는 황폐화가 심각하고
토양 조건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조림 작업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산지 및
구릉지라는 열악한 조건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고 산지사방조
림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얻어진 효과로 볼 수 있다. 침식방지 기술, 포트
양묘 기술, 과학적인 수분 보존 및 효율적 관수 등 수목 식재 기술 외의 관
리 기술을 적절히 활용한 점은 산림녹화를 주된 목표로 설정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사업의 연속성
사업대상지의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고 조림지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기술적 측면 외에도 후속사업을 생성해냄으로써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후평가를 위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1차 사업지의 경우 식재한 수목 대부분이 고사하여 4차 사업을 통해 보식 및
관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조림지를 보전할 수 있었다. 단편적으로 추진되더라도
후속사업을 통해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 성과의 지속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다. 반드시 동일 사업이 아니더라도 근래 크게 증가
한 농업분야 개발협력들 가운데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

148) 위의 책, p. 105; 한국국제협력단(2018), pp.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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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개별 사업들을 지원하는 정부부처 및 기관, 시행기관
및 단체들 간의 협의·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규 사업을 선
정할 경우에도 기 수행된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나 수준을 평가 기준으로 삼
아 선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비교연구 사례: 지역사회 참여형 산림관리
중부 건조지역 산림녹화 ODA 사업은 기본적으로 산림녹화에 중점을 둔 사
업으로서 그 목표를 충실히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지속 추진된 사업으로서 성과의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산림녹화라는 제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그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차
원에서 비교연구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4차 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사업으로, 이 역시 한계
가 없지는 않으나 향후 산림 분야 ODA 사업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 사업 개요
비교연구 사례로서 소개하는 사업은 산림녹화나 지역개발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은 아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
로서, 기관 성격에 맞게 안전한 식수 공급에 중점을 두고 부대사업으로 마을 지
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산림녹화 ODA 사업의 시행주체로 참여한 시민사회단
체 푸른아시아의 발의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동 단체가 사업 전반을 총괄하
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5년 추진된 첫 사업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는 ‘Happy Wate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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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표제하에 사업이 추진되었다. 각 사업의 수행기간과 내용은 [표 5-12]
와 같다.

표 5-12. 미얀마 Happy Water School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15. 4. 17 ~ 10. 31(1개 마을)
▸2017. 4. 28 ~ 11. 30(2개 마을)
▸2018. 4. 28 ~ 11. 30(1개 마을)

주요 사업 내용
▸식수개발
▸교육지원
▸지속가능한 수익모델 창출
▸주민친화 행사 및 봉사단 활동

자료: 푸른아시아(2015, 2017a, 2017b, 2018c) 토대로 저자 작성.

2) 사업의 주요 성과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관정을 굴착, 송수관으로 연결하여 각 가정 및
학교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중부 건조지역 특유
의 기후 및 토양조건으로 인해 물 부족이 심각한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일상
적 수요는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다. 근래 사막화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얻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
을 연못이나 강가에서 길어다 사용하는 물의 경우 위생기준에 못 미치는 까닭
에 주민들은 다양한 수인성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물 자
체도 부족하지만 상당 지역이 관정을 아무리 깊게 파도 지하수에 염분이 많이
섞여 있어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이 사업이 이루어진 마을들에
서도 마찬가지여서, 부득이 적합한 물이 나오는 인근 마을의 협조를 구하여 관
정을 굴착하고, 이를 송수관으로 연결하여 마을로 공급해야 했다. 개인으로서
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이 마을 지원 사업을 통해 실현되었다. 학교에 급수대
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여 아동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물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 생활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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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건강상의 이점 외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일정하게 기여한 바가
확인되는데, 앞서 산림녹화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취수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
력을 절감할 수 있어 가구 구성원들이 전보다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다. 이는 특히 물을 긷는 역할을 주로 수행해오던 여성과 어린이들의 노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 텃밭을 일구어 나무를 심고 채소를 재배할 수 있게 되어
식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그림 5-9. 급수대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모습(좌)과 가정 내 텃밭(우)

자료: 푸른아시아(2018b), p. 4.

산림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성과로는 마을숲과 학교숲
을 조성한 일을 꼽을 수 있다. 1~2ha 정도로 소규모지만 각 마을마다 마을숲
을 조성하고, 여기에 망고나무와 따나카 나무, 티크를 식재하여 장래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다.149) 마을숲 관리를 위해서는 숲관리위위원회를 조직하
여 관수와 시비, 제초 등의 수목 관리를 담당케 하였다. 아직 수익이 발생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마을 공동의 재산을 갖게 된 데 대한, 그리고 직접적인 수익
외에도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용 풀과 땔감을 얻을 수 있게 된 데 대한 주민
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마을숲을 통해
149) 따나카는 미얀마 사람들이 얼굴에 바르는 일종의 분 같은 것인데, 미용 목적으로만이 아니라 피부의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
래 도시에서는 그 수요가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수요가 많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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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수익을 모두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데 합의하였다. 개별 가구로
직접 수익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 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마을 공동체 발전에 기여
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실수 재배나 학교숲, 마을숲 조성에 따른 이점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기까
지는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나무를 심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누리는 심리적 효과 이상으로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의 성
과를 지속시키자면 주민들에게 적절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시간과
의 싸움을 견디면서 단기적으로도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사업 항목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팀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수익사
업을 세부사업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마을에서 주로 재배되는 특산물과 주민들
의 생업을 고려하여 야자수액 설탕(jaggery, 탄야) 가공 설비나 땅콩 탈곡기와
같은 수익 창출 방편을 지원해준 일을 그 예로 꼽을 수 있다.
중부 건조지는 미얀마의 일반음식점에서 후식으로 내놓곤 하는 탄야케의 주
산지로서, 이 사업의 대상지역 주민들도 오래 전부터 탄야케를 가내 수공업으
로 생산해왔다. 국내 수요도 여전하지만 근래에는 세련된 포장과 함께 미얀마
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길을 끄는 특산품으로 판매되는 등 새로운 판로가 형성
되어 탄야케의 수요는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탄야케는 원료인 야자수액(탄야)
을 장시간 졸여서 만들기 때문에 연료 손실이 적지 않다. 이 점에 주목하여 사
업팀은 연료 손실을 줄이면서 대량으로 탄야케를 가공할 수 있는 공동제조시설
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 가공시설과 함께 사업팀에서 제공한 저장용
기는 주민들이 탄야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에 사들여 가공한 다음 탄야케 가격
이 상승했을 때 팔아 차액을 수익으로 남길 수 있게 해주기도 하였다. 가공시설
은 탄야케 가공 외에도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조리하는 등 여러 목적으
로도 사용되는 등 활용도가 높다.
사업팀에서 제공한 땅콩 탈곡기 역시 마을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사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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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역 일대는 땅콩의 주산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탈곡기 수는 많지 않아서 수
확기가 되면 주민들은 탈곡기가 있는 마을에까지 땅콩을 가지고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탈곡을 해야 했다. 이 사업을 통해 탈곡기가 지원됨에 따라 주민들은
운송비와 공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한 혜택은 땅콩 생산 농가뿐
아니라 마을 주민 전체에게도 돌아갔는데, 소정의 금액을 탈곡기 사용료를 받
아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했기 때문이다. 적립된 공동기금은 탈곡기 유지ㆍ관
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하고 전액 마을 전체를 위해 필요한 용처를 정해 사용하
기로 주민들이 뜻을 모았다고 한다. 탄야케를 생산하는 마을 역시 수익을 마을
기금으로 모아 훗날 마을 보건소를 짓는 등의 일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150)

그림 5-10. 탄야케 공동가공시설(좌)과 땅콩 탈곡기(우)

자료: 푸른아시아(2018a), p. 3(좌); 푸른아시아(2018b), p. 3(우).

3) 성공요인
① 주민 참여적 산림관리
산림녹화 ODA 사업의 가장 큰 한계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거의 없이 추
진되어 사업 성과가 후속 ODA 사업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
150) 푸른아시아(2018a, 2018b).

제5장 기후변화 대응사업 사례 연구 • 199

론 사업 종료 후의 유지·관리 책임은 미얀마 정부의 몫이지만,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한 기대효과, 즉 ‘녹화에 의한 농업 및 생활환경 개선’, ‘지역 주민 소득 증대’
에 미친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사업 종료 후 관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양
도하고 개량화덕을 보급하여 생활 개선에 기여가 없지는 않았으나 산림의 지속
관리 차원에서는 오히려 주민들과 부정적 관계를 형성할 위험도 없지 않았다. 조
림 사업이 가져다줄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산림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됨에 따라 불편이 초래된 데 따른 것이다.
‘Happy Water School’ 사업은 산림녹화 사업이 향후 나아갈 방향과 관련
하여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즉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산림 또한 보
존할 수 있는 대안적 산림 관리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숲으로 조성하는 것이
그것으로, 소득 전환 효과가 큰 수종을 식재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관리케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산림관리 방식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미얀마 정부
가 199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공동체 숲 관리(Community Forestry)’ 프
로그램을 통해 이미 구현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 주민들을 숲 이용자 그
룹(Forest User Groups)으로 조직하여 거주 지역 인근의 일정 산림지를 공동
체 숲으로 등록케 하여 이용, 관리케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산림 보전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식으로서 미얀마뿐 아
니라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 네팔 등 여러 국가
들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방법이다.
가장 가까이는 우리 정부의 산림녹화 ODA 사업기간 중이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국제협력단(JICA)이 이 사업과 동일지역에서 시행한 조림사
업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총 2,000ha(일본 1,500ha + 미얀마 500ha로 구성)
의 산림 조성을 목표로 설계된 이 사업에서는 산림 보전 목적의 보호림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료림과 공동체 관리 숲(community forestry),
사료용 목초지로 구분되어 조림이 이루어졌다.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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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면서 산림녹화에도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미얀마 정부가 장기계획으로 추
진하고 있는 <미얀마 산림관리 마스터플랜(Myanmar Forestry Master Plan,
2000/02-2030/31)>에서도 2030/31년까지 공동체 관리 숲 227만 에이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
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여러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가 있긴 하지만 축적된 경험 사례를 검토하여 해법을 마련해간다면 주민들
에게나 환경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산림녹
화 분야에 있어서도 대안적 농촌공동체 지원 기법을 도입하거나 그러한 성격의
사업들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려함직하다.

②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 지원 및 자율성 보장
규모는 작지만 이 사업을 통해 산림녹화와 지역사회개발의 접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는 이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긴 시민사회단체 푸른아시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이 사업에 앞서 20여 년간 몽골에서 유사
한 사업을 추진한바 있는데, 이 단체가 시행주체로 참여한 4차 산림녹화 ODA
사업은 이를 더욱 탄탄한 토대 위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에 이 단
체는 4차 산림녹화 ODA 사업 시행기관 선정 공모에 산림녹화 외에 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유용수종단지와 연료림으로 구성된 공동체 숲 조성과 혼농임업 기
술 지원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 시행기관으로 선정
되었다. 그러나 이 시도는 KOICA/산림청과 미얀마 당국 간에 이루어진 협의
에 밀려 실현되지 못하였다.
예산규모도 작고 사업시행 기간도 1년이 채 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Happy Water School’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사업대상지역 주
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와 같은 성과를 이룩한 중요한 요인으
로는 이 사업이 ODA 사업에 비해 기획에서 실행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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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과 자율성이 한층 잘 보장되었다는 점을 꼽
을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림녹화 ODA 사업의 경우 이 단체의 사업계획은 정
식 공모를 통해 시행주체로 참여할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ODA 사업 추
진체계상의 상위 의사결정에 밀려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는 이 사업 사례뿐 아
니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경험하는 문
제이기도 하다. 근래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다분히 형식에 그칠 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하는 바를 입증하는 경험적 사례들은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개발협
력사업을 추진하는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유연화하여 시민사회가 실질적으
로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보장해줄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 소결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은 총 4차에 걸쳐 1998년부
터 2016년까지, 근 20년 동안 추진되었다. 조림 작업 자체가 쉽지 않고 사후관
리 또한 어려운 구릉지 조림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사방기법을 적용한
조림 및 수목 식재기술이 주효하여 수목 활착률이 평균 90%를 넘어서는 높은
성과를 이룩하였다.151) 전체 사업이 처음부터 장기 계획하에 연속적으로 추진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개별 사업들 간에는 3~4년간의 휴지기가 있었지만,
후속사업을 통해 이전 사업지에서 조성된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짐
에 따라 사업 성과가 지속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중부 건조지대 사막화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미얀
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산림 복원 계획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개발 수요
에 부합하는 사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차에 걸친 사업으로 총 1,140ha
151) 한국국제협력단(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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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조림지가 조성되었는데, 이는 산림면적을 넓혀 주었다는 성과 자체
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전수한 사례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초청연수를 통해 산림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진 점 역시 미얀마
정부가 장기 산림계획을 실현해가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본다.
성과 목표를 성공적인 조림과 그것의 지속 가능성에 둔 이 사업의 목적에 비
추어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을 꼽으면, 먼저 현지 생태 환경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적정 기술을 투입한 점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업
은 평지가 아닌 황폐화된 구릉지에서 조림 사업을 실시했다. 미얀마 정부가 제
공한 사업지의 쉽지 않은 조림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했던 것은 구릉지
황폐화에 따른 토양 침식 및 하천 불모화, 이것이 농업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근본 원인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이 가져다줄 수 있는 장기적인 혜택을 염두에 두면서 불
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대신 현지 여건에 맞는 조림 기법과 식재 기술을 도입한
점은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두 번째로 이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이다. 전
술했듯이 이 사업은 총 4차에 걸쳐 후속사업을 통해 선행사업을 사후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상당수 개발협력사업이 단
기간에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사업들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사업 성과
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후속 사업을 통해 이
를 극복하려 한 점은 성과의 지속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사업 추진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에 임업협력 약정이 체
결되었다는 사실이다. 후속사업은 협력대상 수행기관 간에 구축된 협력관계의
산물로서 추진된 것이었지만, 그 자체가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 기여하였음을 말해준다.
산림녹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계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주민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은 갖지 못하였다. 하지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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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는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점이 확
인된다. 조림사업을 위해 설치한 관정을 지역에 양도함으로써 물 부족이 심각
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준 점이다. 주민들이 취수에 필요한 시간과 노
력을 절감하여 생산 활동에 투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득 증대
에도 기여하였다. 4차 사업에서는 열효율이 높은 개량화덕을 보급하여 그 효과
를 더욱 증대시켜 주었다. 지역 주민들은 기존 화덕에 비해 40%가량의 연료 절
감 효과를 보았을 뿐 아니라 연료 확보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여 생산
활동에 투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득도 늘릴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주
민들의 땔감 수요로 인해 조림지의 수목이 훼손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량화덕 보급은 조림지 유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접근이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산림이 훼손되는 원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산림
보전과 지역 주민의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킨 성과로 꼽을 만하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아쉬움을 남겼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없이 산림녹화에만 치중한 점이 그것이다. 이는 이 사업의 성과로 꼽을 수 있는
지속성이 후속사업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이어졌다. 다시 말
해 후속사업이 생성되지 못할 경우 사후관리 또한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주
민사회와의 연계는 ODA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보다 지속 가능하게 산림
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주민들의 접근이 어려
운 사업대상지와 녹화사업에 중점을 둔 수종 선택으로 인해 처음부터 지역사회
와 연계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설계되었다. 산지 황폐화를 방지하여 토양 복원
력을 높이고 수원 보호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후속 사업
이 모두 기존 사업의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일본국제협력단(JICA) 조림사업지의 성과나 공동체 숲 관리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다수의 연구들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향후 보다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성공요인으로 ‘지역사회 연계 또는 주민 참여적 개발
과 산림관리의 접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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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장기적 효과를 고려한 사업 설계가 선행될 필
요가 있다. 산림녹화 사업의 지속가능한 성과 관리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것
은 미얀마 정부가 199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공동체 숲 관리’ 프로그램이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ODA 사업으로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크다. 협력국의 산림 분야 장기계획과 세부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앞서 지속가능성 차원에서의 성공요인으로 제시한 주민 참여적 개발을 접목시
켜 후속사업을 개발한다면 산림 보전과 주민 소득 증대, 사업 성과의 지속가능
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또 다른 성공요인을 제시한다면 시민사회단체의 접근
법을 ODA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산림녹화 ODA 사업에
는 무산되고 말았지만 4차 사업의 시행주체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이후 이
사업 인근 마을을 대상으로 망고 등 직접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유실수를 심
은 공동체 숲을 조성하고, 땅콩 탈곡기와 식품 가공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별
도로 추진하였다. 또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조림지를 관리하는 한편
수익 일부를 주민들에게 환원하여 부가 소득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단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얀마의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사
업을 추진하였고 현재까지도 모니터링을 수행해오고 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
와 성취도가 높을 뿐 아니라 소득 사업 지원을 통해 조성된 마을 공동기금의 환
류 효과 또한 발생하여 마을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한다. 유실수와
같이 주민들의 소득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큰 수종을 선택하여 조림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맡겨 관리케 하는 것은 앞서 한계로 지적한 지속가능성의 문
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처럼 ODA 사업에서보다 자체 기획한 사업
에서 더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사업 운영 방식이 갖
는 자율성 덕분이다. 향후 ODA 사업에서도 시민사회단체의 경험과 역량이 충
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실질적 참여와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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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요약 및 함의
가. 연구 요약
본 연구는 동남아 6개국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
공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엄밀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
겨지는 요인들을 사례별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베트남 사례는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농촌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기술교육 및 판로 개척을 통해 농촌 빈곤층의 소득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 마을 개발 사례라는 특징을 갖는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
업 구성요소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했을 뿐 아
니라 기업의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과 기업 활동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
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이 가치사슬의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 체계 개선과 판로 개척만으
로도 농민의 소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자립 기반 구축
과 주민 역량 배양, 그리고 주민 참여의 제도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
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효율성뿐만 아니라 효과성과 영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는 농민들의 자조적 조직화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제가
사업 활동 내용에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 사례는 빈곤퇴치를 주목표로
삼는 개발협력사업이라도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통합적 농업·농촌개
발의 관점을 견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긴다.
라오스 사례는 친환경적 에너지원 공급 분야에 주력해오던 적정기술의 활용
범위를 지역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으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의 한계 요인을 기술 투
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례를 통해 입증된다. 한국의 학술단체와
라오스 현지 대학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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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훈련시키는 한편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한 점은 학술단체가 추진한 협력 사업의 장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라오스 사례는 보다 다양한 소외계층을 포함하고 안정적인 사업 정
착과 소득 창출을 위한 가치사슬 형성을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노력도 부가적
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적정기술센터 설립만으로는
산악지역 소수종족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생산 작물의 수확, 유통, 판매 시스
템을 구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
러한 한계는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 개입하여 안정적인 공급 판로
를 형성함으로써 극복되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사업
종료 후 그 성과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종료 전략이 현지의 지역적 맥락에 근
거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 사례는 시사한다.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사업의 성공요인으로는 진단과 전략,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주민 참여의 제도화, 관리의 체계화가 제시되었다. 사업수행 적합도 조사
를 통해 성공 잠재력이 큰 시범마을들을 선정한 후 면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
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세부 사업계획을 주민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 점이 이 사업의 첫 번째 성공요인으로 꼽
혔다. 그러나 진단과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었을지라도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동기를 찾지 못한다면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
의 마을조직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하면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한 점은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었다. 또한 이 사
업은 주기적인 점검과 지도, 평가를 통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
도록 지원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마을 간 경쟁을
유도하여 한층 그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대학이 주관한 개발협력사업 사례로서 소개된 인도네시아 사례는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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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마을기업이 잘 유지되고 있는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 사업의 성과는 소득 증대와 같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자
존감과 자신감이 고양되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 주민들 간의 친밀함과 신
뢰, 수평적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변화까지 이끌어낸 것
으로 확인된다. 이것이 가능했던 데는 이전 사업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해 사업
의 전략을 재조정한 시행주체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현지 직원의 역할과 현
지어가 중요시되고, 현지 문화 및 관습을 수용하는 현지 친화적 전략이 실행되
었다. 또한 강화된 사전조사를 통해 주부라는 공통 배경의 사회참여 열망이 높
은 여성 주민들로 마을기업을 구성하고, 필요에 맞는 수시 교육을 통해 역량 강
화를 이룰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자체적 수익발생을 통한 마을기업의 경제적 자
립과 대학과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낸 점도 사업 종료 후까
지 사업의 성과를 지속시킬 수 있었던 비결로 꼽을 수 있다.
필리핀 사례는 혼농임업이라는 친환경적 농업생산 방식이 지역사회에 안정
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주민에 대한 교육과 조직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한다.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된 한국의 시민단체와 필리핀 대학 및 주민 조직
간의 교류와 소통이 그 밑거름이 되었다. 그와 같은 교류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
과 지역을 선정하고, 나아가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를 보완해 나간
점이 주효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소농을 중점적인 사업 대
상으로 선정하고,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토지 보유 계층과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낸 점, 지역 내에서 화전 농업 방식으로 삼림을 훼손한다는 평을 받
던 원주민 그룹을 포괄해낸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유실수나 환금 작물 중에는 파
종 후 수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단기간에 사업 성과를 산출
해내기가 어렵다. 사업 참여에 대한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농업 훈련과 인력 양성에 주력한 점은 사업을
통해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성과 못지않게 장기적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을 높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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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례는 산림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중부 건조지의 산림녹화 사
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ODA 사업 사례와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한 사업
사례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미얀마 정부가 장기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산
림 복원 및 관리 사업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산림녹화 ODA 사업
은 현지 국가의 개발수요를 적극 수용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업의 가
장 큰 성과는 성공적인 산림녹화로 꼽을 수 있다. 조림이 어려운 지형 및 토양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기술을 투입한 점도 주효했지만 후속사업을 통해 사후관
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 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역사
회와의 연계 없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 성과의 지속가능성은 후속 ODA
사업을 통해서만 담보할 수 있게 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추진된 ‘Happy Water School’
사업이다. 4차 산림녹화 ODA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 의
해 추진된 이 사업에서는 소규모이기는 하나 지역사회 개발과 산림녹화가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ODA 사업으로서 추진된 산림녹화 사업의 한
계, 즉 후속사업의 생성을 통해서만 사업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는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민 참여형 산림관리사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나. 사례별 성공요인 분석 결과와 함의
동남아 중점협력국 6개국의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의 성공요인을 본
연구에서 작성한 성공요인 점검목록 세부지표별로 배치한 결과는 [표 6-1]과
같다. 점검목록은 각 사례들에서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가능케 한 세부
요인들을 지표로 설정하고(세부지표),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다른 지표들과 묶
어 중간 수준의 개념으로 범주화한 다음(중분류), 다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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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범주화하여(대분류) 작성하였으며, 각 사례의 성공요인에 해당하는 세
부지표 항목에 강(◎), 약(○)으로 표시하여 이행수준을 점검하였다.

표 6-1. 동남아 6개국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비교표
성공요인
대분류

중분류
사업대상

적절한

선정의

상황 진단과

적합성

전략 수립

실행인력과

국가 사례별 이행수준
세부지표

V

L

C

I

P

M

충실한 사전조사

◎

○

◎

◎

○

○

적합한 참여주체 선정

◎

○

○

○

○

◎

◎

◎

◎

○

◎

◎

◎

◎

◎

◎

적절한 실행인력 투입

전략의 적절성 구체적 목표와 전략 구성
생산기반 구축
경제적
자립기반

생산의 조직화

구축

안정적 재원 및 설비 확보

◎

생산부지 및 토지 확보

◎

생산자 조합 결성

○

생산기술 개선 및 품질관리

◎

시장 및 분배 새로운 판로 개척
체계 개선
민간의 주동적
참여
참여의
다변화와

주민 역량

제도화

배양

연속성과
연계성

◎
○

◎

○
○

○

○

○

◎

◎

◎

◎

대학과의 협력
시민사회의 참여
주민대상 기술 및 리더십 교육

◎
◎

○

◎

이윤의 분배체계 확립
기업의 참여

○

◎

○

◎

○

◎

◎

◎

◎

◎

자발적 주민조직 결성

◎

○

◎

◎

◎

주민 참여의

주민 참여 의사결정체계 확립

◎

○

○

◎

◎

제도화

소외계층 및 취약집단의 참여

◎

○

◎

◎

○

○

◎

○

◎

성과 관리의
사업의

◎
○

체계화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평가 반영
성과 관리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구축

◎

중앙 및 지방 정부와의 연계

◎

○

○

◎

◎

유관 사업 및 국가 정책과의 연계

○

○

○

○

○

◎

◎

◎

공여국 사회 및 국제사회와 연계

○

*주 1: V: 베트남, L: 라오스, C: 캄보디아, I: 인도네시아, P: 필리핀, M: 미얀마.
2: 이행수준 표시: 강=◎, 약=○.
3: 확인 불가 또는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은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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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목록에 제시한 세부지표는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공요인들을 종합적
으로 제시하고 사업 유형별 비교분석을 위해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일 뿐 세부
지표를 많이 포함할수록 ‘더’ 성공한 사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사업 사
례들의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성과목표 또한 달리 설정되어 있는 만큼 단일
사례가 모든 지표들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비교표는
각 사례들이 세부지표를 얼마나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보다
는 해당 사례가 성공하는 데 기여한 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과 다
른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각 지표들의 이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유형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탐색하기 위한 목
적으로 작성하였다.
‘대분류’에 해당하는 성공요인 지표는 전체 사례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성공요인을 범주화한 것으로서, 각 사례는 이 분류 틀 안에 자리한 한 가지 이
상의 세부지표를 반드시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국가별 사례에서 확인된
성공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분류 범주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적절한 상황 진단과 전략 수립
‘적절한 상황 진단과 전략 수립’은 사업 추진에 앞서 얼마나 충실히 사업 대
상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얼마나 실현 가능
하게 사업 추진전략이 마련되었는지, 투입된 인력은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추었는지가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을
토대로 구성된 범주다. 본 연구에서 다룬 6개국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사업 사례들이 충실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
기에 적합한 시행주체들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충실한 사전조사’와 관련하여 베트남 사례는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 CJ
가 현지 행정체제와 환경 및 토양에 관한 정보를 잘 파악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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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는 해당 마을이 속한 상급 행정단위인 닌투언성과 접촉하여 MoU를 체결한
후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사업 추진 전 재배기술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시범재배를 통해 작물을 선정하였다. 캄보디아 사례에서는 시범마을 선정 후
각 마을에 대한 예비조사 및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설계하였다
는 점을 들었다. 인도네시아 사례에서는 한 달 동안 기초자료를 수집하면서 주
민들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 토론을 진행하여 개발
수요를 조사하면서 상향식 의견수렴 방식의 사전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
다. 필리핀과 미얀마 사례에서는 토질에 대한 지속적 조사와 실험을 통해 재배
작물을 결정한 점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적합한 참여주체 선정’과 관련하여 베트남 사례는 산악지대를 제외하면 빈
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 즉 빈곤한 소수종족이 다수 거주하는 중부의 농촌마을
을 대상으로 선정한 점을 들었다. 캄보디아 사례에서는 선정 기준을 설정한 뒤
후보 마을에 대한 사업수행 적합도 평가를 통해 30개의 시범마을을 선정한 점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도네시아 사례에서는 사
전조사 시 주민 면담과 및 토론을 토대로 사업 참여 의지가 있는 주민들을 마을
기업에 참여시킨 점이, 필리핀 사례에서는 2ha 미만의 토지 소유, 1인당 일 2달
러 미만 소득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중에서도 전기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정한 점이 주민 참여도를 높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실행인력과 전략의 적절성’ 범주는 ‘적절한 실행인력 투입’과 ‘구체적 목표
와 전략 수립’이라는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적절한 실행인력 투입’과 관련하여
베트남 사례의 경우 전문가를 별도 채용하여 사업운영팀을 구성하고, 현장 경
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발하였으며, 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현장을 관리하고 운영한 점을 들었다. 인도네시아 사례에서는 현지 직원을 늘
리고 역할을 강화하여 현지인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바라보고 사업을 추진한
점, 그리고 현지어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행주체와 주
민 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과 관련한 상호작용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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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을 꼽았다. 필리핀 사례에서는 농림업 분야 전
문가 교수진이 사업수행의 현지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그리고
필리핀 현지 대학의 평생교육 관련 학위를 보유하고 한국에서 주민운동 활동
경험이 있는 실무자를 사업에 배치하여 현장성을 강화한 점이 사업의 성공가능
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목표와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베트남 사례는 농촌발전 자생력 강화
와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던 점을 꼽았다. 인
도네시아 사례의 경우 갈등이 없는 조화로운 관계를 이상적인 상태로 여기는
자바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이 마을기업사업을 성공
으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행주체와 주민들 간에,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회원들 간에 신뢰 구축과 수평적 관계 형성을 지향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 갈등 해결 과정에서 현지 관습을 적용한 점, 그리고 이슬람 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현지 친화적 전략을 수립한 점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라오스 사례의 경우 고부가가치 농특산품인 조미김(카이펜)의
가공방식을 개선하여 상품가치를 높였다. 필리핀 사례의 경우 사업을 통해 소
농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한 전략을 수립한 점이, 캄보디
아 사례의 경우 주민 참여를 통해 사업 항목들이 구성되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점이 성공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확인된다.

②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은 거의 모든 유형의 농촌개발사업이 목표로 설정하
는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구축되었을 때 주민의 참
여 의지를 고양되고, 그 결과 사업 종료 후에도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활용 가능한 기술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생산성과 상품성을 끌어올리고, 판로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성취를 거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은 마을사업이 삶을 개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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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주는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업
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안정적 재원 및 설비 확보’와 관련하여 베트남 사례의 경우 관개수로 사업
일부를 지원하여 마을 내 수도관을 연결하고 고추 가공공장을 설립한 점을 들
었다. 캄보디아 사례에서는 비료금고를 포함한 유상대출 형식의 소액금융 사업
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설비 확보가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 사례의 경우 초기 자본 투입으로 공동 생산 작업장을 비롯한 생산
설비가 마련된 덕분에 이후 자체 수익으로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
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필리핀 사례에서는 커뮤니티 양묘
장을 조성하여 농업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인 점이 확인된다.
‘생산부지 및 토지 확보’도 마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베트남 사례의 경우 농지 면적은 넓었지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았
는데, 마을에 수도관을 연결하고 관개수로를 연장함으로써 경작 가능한 농지를
늘릴 수 있었다. 필리핀의 사례에서는 양묘장과 농장, 마을숲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미얀마 사업에서는 마을 공유지를
향후 공동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을숲으로 조성할 수 있었는데,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실수 묘목을 심기로 함에 따라 공유지를 마을사업에 활용하는 데 대
한 주민들의 동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는 생산자들의 조직화도 중요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생산자 조합 결성’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범주와 관련하여 베트남 사례
에서는 협동농장이, 캄보디아 사례에서는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동
조합과 판매조합이 설립된 점을 들었다. ‘품질 관리 및 표준화 체제 확립’도 마
을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가공품의 시장성을 높여 사업을 지속시키는 관건으로
작용하였다. 베트남 사례의 경우 품질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부합하는 고추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실현하였다. 라오스 사례에서는 공기방울 세척기와

216 •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 중심으로

UV 살균기를 갖춘 공동작업장을 설립하여 마을에서 가공한 민물 김의 상품성
을 높일 수 있었다.
마을 생산품의 품질을 높인다 해도 판매할 시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시장
가치로 전환되기 어렵다. 소득 증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사례들은 ‘새로운
판로 개척’을 통해 이를 실현한 것으로 확인된다. 베트남 사례에서는 마을에서
생산된 고춧가루를 CJ푸드 베트남 김치 공장에 판매하면서 이를 실현하였다.
‘이윤의 분배체계 수립’도 경제적 동기와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캄보디아 사례에서는 소액금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관리
자들에게 지급하는 분배체계를, 인도네시아 사례에서는 마을기업 수익을 회원
들에게 노동 시간, 규정 및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체계를 수립하여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례에서는 마을기업 회
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찾
아내 포장기술을 개선하는 등과 같이 상품가치를 높이려 한 시도들도 보여주었
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 해당 마을기업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협력부가 개최한 홍보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성공적인 특
산물 제조 마을기업으로 인정받는 등의 성취를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③ 참여의 다변화와 제도화
‘참여의 다변화와 제도화’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
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
다는 가정하에 구성된 지표다. 본 연구의 사례들은 참여가 양방향, 즉 공여국
측에서도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시행주체가 참여하고, 협력대상국 측에서
도 막연히 ‘주민’을 참여의 주체로 가정하기보다는 개별 사업의 궁극적 취지에
부합한 대상들을 참여 주체로 호명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체 주민들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도 기
존의 마을 내 사회관계 내에 불균등한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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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여 소외계층이나 소외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었을 때
그 혜택이 고르게 공유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사례 분석 결과 확인된다.
공여국 측 시행주체와 관련해서는 민간기업과 대학,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사업의 내용이나 추진방식에서 변화를 가져온 점이 확인된다. 베트남 사례의
경우 기업이 가치사슬 형성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사례는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성과 산출에 중요하게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라오스의
경우 수파노봉대학 내에 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연구 및 사무 공간, 공동연
구 인력과 교육 인프라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캄보디아 사례의 경우 사업 1단
계에서 강원대와 연세대가 공동 자문단으로서 사업 기획과정에 참여하여 현지
에 적합한 사업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인도네시아 사례는 대학이 직
접 시행주체로 나서 수행한 사업이면서, 동시에 현지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통
해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현지 대학에 개발협
력 과목을 개설하고, 마을기업 운영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
하는 등 현지 대학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 필리핀의 사례에서도 필리
핀국립대 로스바뇨스 캠퍼스 교수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음이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여러 사례들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는 새로운 아이디어
를 제공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오스 사례의 경우
학술단체인 나눔과 기술이 사업수행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참여하여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정기술과 방법을 제공하였다. 인도네시아 사례의 경
우 현지 NGO인 비나 스와다야와 긴밀히 협력하여 마을기업을 지원하였고, 필
리핀 사례의 경우 현지 시민사회단체 및 농민단체, 동남아시아 혼농임업교육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단
체에 의해 수행된 미얀마의 마을 지원 사업 사례는 산림관리 관련 개발협력에
서도 주민 참여적 산림관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시험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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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서 의미를 갖는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단체가 수행
해온 활동들이 이러한 시도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다. 시민사회단체가 확
보할 수 있는 활동 자금의 한계가 보완될 경우 더욱 충실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향후 ODA 사업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과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사례다.
주민 참여야말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점이 모든 사례
들에서 확인되었다. ‘주민 참여의 제도화’는 이와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
는데,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마
련된 경우 마을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는 발견에 기초한 것이다.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다양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역량 강화
에 기여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었음이 확인된다. ‘주민대상 기술 및
리더십 교육’과 관련하여 베트남 사례에서는 농업 기술 전수와 마을 조직별 핵
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었고, 캄보디아 사례에서는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을 건립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 기반 기술 지원이 이루
어지도록 하였다. 필리핀의 사례에서는 혼농임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종자를 공급하여 새로운 경작방식을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인도네시아 사례에서는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맞
춤형 교육을 월 1~2회 시행하는 한편 지역 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업대
상지에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수행케 하여 주민과 학생 모두 지역개발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어갔다. 특히 주민들과 학생들의 공조는 포장기술 개선이
나 신제품 개발을 가능케 해주어 마을기업이 성장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 같은 성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실제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에 대한 현장
실습을 통해 장래에 인도네시아 지역개발을 이끌어갈 전문인력들이 양성되어가
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례는 개발협력사업의 가치를 단일 사
업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 이상으로 확장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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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평등하게 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주민조직과 의사결정체
계의 확립이야말로 주민 참여의 핵심요건이라는 점을 본 연구의 사례들은 말해
준다. ‘자발적 주민조직 결성’, ‘마을 내 의사결정체계 확립’, ‘소외계층 및 집단
의 참여’가 이와 관련된 세부지표들로 제시되었다. 베트남 사례의 경우 기존인
지역사회 조직에 해당하는 회(hoi)를 통해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었
다. 농민회, 청년회, 여성회, 노인회 등이 그것으로, 이러한 조직들을 통해 청소
및 저축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캄보디아 사례에서도 여성회, 청년회 등과 같
은 자율조직이 결성되어 다양한 집단들이 균등하게 마을사업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 인도네시아 사례의 경우 젊은 기혼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참
여에 대한 열망이 마을기업 사업에의 참여로 이어짐에 따라 사업이 더욱 활기
를 띠며 추진될 수 있었다. 필리핀의 사례에서는 생산자 협의체가 결성되어 혼
농임업이라는 새로운 경작방식에 대한 실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미얀마의 ‘Happy Water School’ 사업 사례에서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
민조직을 구성하여 마을숲과 공동생산설비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관리 비용으
로 투입하여 사업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마을 내 의사결정체계 확립’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하고 상충
하는 의견들을 조율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 데 핵심
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베트남 사례의 경우 일일 마을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면서 주인의식 단결 및 협력이 증진되었고, 캄보디아 사례에서는 마을발
전위원회가 주민 참여 기구로 재정비되어 사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인도네시아 사례의 경우 동질적이고 수평적인 관
계를 바탕으로 마을기업 참여자 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별도의 조정기구 없이도
의사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미얀마 ‘Happy Water School’ 사업
사례의 경우도 마을마다 잘 구축되어 있는 의사결정체계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부 사업항목별로 소위
원회를 구성하여 마을숲과 공동생산시설을 관리하되, 미얀마 마을 행정체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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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10호 관리자들을 주민 대표로 소집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한
점이 인상적이다. 주민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되었으며, 10호 관리자
들 외에도 마을 사원의 승려를 비롯하여 관심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하여 마을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구성원들의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의사결정체계의 확립은 다양한 기회에
서 배제되어왔던 집단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소외계층 및 집단의
참여’는 그 자체로 성공의 요인이기도 한데, 여성 및 소수종족, 취약계층의 참
여를 권장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례의 경우 일반주민 대상의 사업에서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사례에서도 소수
종족인 끄호족, 락러이족, 짬족이 다수 거주하는 마을을 사업 대상 마을로 선정
하여 유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④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 확보는, 특히 소규모 단기사업이 주를 이루는 우
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과제
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들에서 성공요인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
고 있는 것은 개별 사업들의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성과목표 또한 다르게 설
정된 데서 기인한다.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은 그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확
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질 못했다. 아직 후속 사
업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시범 사업만으로 종료된 채 그 성과
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 선정된 사례들이 비교적 성공적
이라고 평가받은 사업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과 연속성을 가지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후속 사업에 포함시킨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
은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이 여전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인 방안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업들에서는 후속사업을 통해 기 수행된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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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관리하거나 사업 종료 후 모니터링과 평가 작업을 수행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업 성과의 지속을 도모한 예도 있었으며,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의 성과 지속을 위해 노력한 사례도 있었다. 성공요인 비
교표에 제시한 세부지표별로 각국 사례에서 확인된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 측면에서 캄보디아 사례는 총 3단계의 사업으로 단
계별로 사업이 편성·진행되었고, 인도네시아 사례의 경우 1단계 사업으로 추
진된 ‘지속가능공동체 지도자 교육훈련 사업’에서 드러난 마을기업 운영의 문
제를 보완한 신규 사업을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필리핀 사례는 예비 사
업으로 추진된 기초조사사업 이후에 추진된 사업이었고, 미얀마 사례는 총 4차
에 걸쳐 20년 동안 지속 추진된 산림녹화 사업으로서 후속사업 생성을 통해 사
후관리 및 성과 유지가 가능할 수 있었던 사례로 꼽힌다. ‘성과 관리 모니터링
과 평가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사례는 월 1회, 분기별 1회 점검을 제
도화하였고, 필리핀 사례의 경우 위험 요인 관리를 위해 자문단 내부토론회가
개최되고 협력 기관인 로스바뇨스 대학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중앙 및 지방 정부와의 연계’와 관련하여 베트남 사례는 마을 거버넌스가 지
방 및 중앙정부로 확장되어 지역개발로 연결되고,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을 기
반으로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진 점을 꼽았다. 베트남 중앙정부는 2006년 이후
프로젝트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 단위 사업
이더라도 마을이 속해 있는 1급 행정구역의 허가와 연계가 사업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게 되는데, 마을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 덕분에 사업이 원활
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캄보디아 사례는 중앙정부 부처가 공동
책임 수행기관으로서 주민-정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지방정부의 농촌개
발 부서가 시범 마을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례
는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사업 진행 상황 및 문제점을 공유함으로써 마을기업이
지방정부의 적절한 후속조치의 지원을 받아 운영될 수 있었다. 필리핀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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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지자체의 협조로 마을에 시장이 형성되고, 환경자원국 및 지방농업국과
의 협력도 이루어졌다.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미얀마의 마을 지원사업 사례에
서도 지방정부의 높은 관심과 지원 의지에 힘입어 주민들이 마을숲과 학교숲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유관사업 및 국가 정책과의 연계’ 측면에서 베트남의 사례는 현지 정부가 설
정한 신농촌개발사업의 19개 지표 모두를 포괄한 사업이었고, 캄보디아 사례
는 캄보디아 정부의 농촌발전 전략이 접목된 사업이었다. 인도네시아 사례에서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은 현지 정부의 마을소유기업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었
으며, 미얀마 사례도 정부의 산림 복원 계획에 연계된 사업이었다. ‘공여국 사
회 및 국제사회와 연계’는 공여국의 기관 원조나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한 미얀마 사례나, 사업 시행 전부터도 오랜 세월에 걸쳐
현지 대학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필리핀 사례 등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지표들 가운데 모든 사례에 걸쳐 확인된 지표들은 ‘주민 참여’ 관련
지표들이었다. 즉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바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이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주민 참여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 무엇보다 참여
동기를 만들어줄 때 가능한 일이 된다. 인도네시아 사례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례의 경우 앞서 시행된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던 것이 주효했는
데, 바로 주민들의 참여를 막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장애를 극복한 일이었다.
마을을 그 자체로 동질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상상하기보다는, 그 안에 특정 범
주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권력관계와 문화적 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제들을 마련해갈 때라야 참여
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이 사례는 분명히 보여준다. ‘참여의 제도화’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마다 참여를 가로막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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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사업 대상지역의 여건에 맞는 제도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
다. 참여가 잘 보장되고 있다면 새로운 사업 추진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마을조직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특권적 조직
대신 대안 조직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 참여는 개발
협력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지사회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의 제도화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본 연구의 사례들은 말해준다.
한편 각 사례들은 사업을 통해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는 점을 주민들이
수용하고 확신할 때 참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사업 성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 가치사슬을 개
선하며,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투입’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실질적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주민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실
현 가능한 소득 증대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투입된 자원
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본 연구사례
들은 말해준다. 소액금융을 도입하여 농민들이 농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생산자조합을 만들어 생산과 판매에서 효율성과 교섭력
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 베트남 사례와 같이 기업의 참여를 통해 농산물 가치
사슬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 등을 그 예로서 제시할 수 있다. 소득으로 전환 가
능한 유실수를 식재하는 산림녹화사업도 그러한 방법으로 고려함직하다. 경제
적 자립기반 구축은, 이런 점에서 사업의 성과이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는 실질적인 유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이 참여한 베트남 사례는 사업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성공적일 수 있지만 종료 후까지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장담키 어려운
요소를 갖고 있다. 바로 농산물 가치사슬의 최종 단계에 참여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업 종료 후로도 마을의 생산자조직과 기업의 관계가 유지
되지 않는다면 사업은 지속되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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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나 라오스 사례에서와 같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현지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적정기술을 도입, 지원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다.
이론적으로는 더 많은 지표를 포함할수록 성공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짧은 기간 동안 소규모로 추진되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 자체가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을 이 지표들
이 모두 충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느
개발협력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관건은 개별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나마 목표한 바의 성과를 거두는 데 어떤 요인들이 주효하게 작용했는지, 각각
의 결과는 개별 사업의 목표 및 시행주체의 성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
는 일일 것이다. 부분의 합이 곧 전체일 수는 없지만 개별 사업들이 이룩한 성
취와 한계들을 바탕으로 도출해낸 성공요인들을 고려하여 향후 개발협력사업
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진다면 단기간에 단편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도 성공
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제언
본 연구가 조사한 사례의 경험적 범위 내에서 정책적 함의와 제안을 도출하
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개발협력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
는 새마을사업은 보편적 모델이 아니라 현지의 맥락과 참여를 반영하여 탄력적
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 맞춤형 전략의 수립과 실행의 주체로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
루어졌을 때,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이양이 가능하다. 예비 및 기초조사를 통해
수립된 실행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공개토론을 거치고 주민 동의로 최종 계획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마을의 자율성이 발휘되고 주인의식과 참여의 극대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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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한다. 즉 ‘지역사회 주도 개발(community driven development)’
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규모가 순차적으로 상향하는 전략적 편성
을 통하여 단기간에 사업 효과와 혜택을 체감토록 하고 사업 지속성을 위한 주
민 지지를 형성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캄보디아 사례는 보여준다.
둘째, 민관협력사업의 경우 향후 비중을 더 늘리고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
도하고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6개 사
례 중에 5개가 민관협력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정부의 기획을 민간이 이행하
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인
것이다. 이러한 민관협력 방식은 지원액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이
승부를 걸어야 할 상향식 접근 방식에 부합한다. 민간기관들은 개발협력사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일천할 수 있으나 특유의 전문성과 나름의 가치를 투여하고
적극적으로 수평적 네트워크를 다각화하는 방식으로 임한다. 기업의 참여는 판
로 개척과 가치사슬 형성에 주효하다. 현지 대학의 사업 참여는 현지 지식, 분
과 전문성, 학생 인력 제공의 이점을 안겨주고 인재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
능성을 높일 수 있게 해준다. 우리 대학의 참여는 우리나라 청년인재 육성에도
기여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준다.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단체 고유의 가치 지
향성을 개발협력에 투영한다. 마을 단위의 과제를 넘어 기후변화 대응 같은 지
구적 목표에 복무하는 개발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방법을 적용하는 도전적 실험
정신을 발휘하고 한국 사회의 지지도 동원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민관
협력의 장점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사업 주관 민간기관의 자율성이 더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의 지원 기간을 가급적 더 늘리고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과 연속성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성공은 투여한 시간의 보상이다. 사업
이 장기적으로 연속될 경우 성공 가능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히 실패한 경
우가 아니라면 사업 지원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 단순한 연속성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평가를 반영하여 개선하는 작업이 병행될 때 성공 가능성이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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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 것이다. 따라서 기존사업의 연속으로서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 기존사업의
계승과 평가 및 개선 계획의 적절성을 선정 평가 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
고 싶다. 인도네시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첫 사업의 시행착오 및 실패
경험을 평가하고 개선할 때 후속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넷째, 적정 기술의 도입과 적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적
정 기술은 단순 소박하지만 결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필리핀과 라오스 사
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지 지식을 동원하여 손쉽게 사용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부가 효과를 주기도 한다. 소농중심의 동남아 농업구조에서
는 적정기술의 도입과 적용이 더욱 절실하고 효과적이다. 우리 중심의 기술 적
용보다 현지 실정에서 한 단계 상향시키는 현장 지향적 접근법이 이 때 역시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모든 사업은 사람이 수행한
다. 현지 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한국인 수행자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어
떤 현지 관리자가 배치되고 어떻게 소통하는가가 중요하다. 자민족 중심주의
(ethnocentrism)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지향성,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민주성, 사업팀과 마을 정치체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연계
성, 사업의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적응성 등 한인
현장 수행자가 가져야 하는 덕목이 많다. 이런 덕목이 발휘되려면 개발 관련 전
문 지식뿐만 아니라 현지 지식과 현지어 소통 능력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따
라서 사업의 선정과 연속 판정 시에 현지 사업담당자 배치의 적절성이 중요한
평가 지표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지 인재육성 성과를 농촌개발사
업의 평가지표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의 사업단이 떠난 뒤에도 그 업적
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이들이 바로 현지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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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무엇보다 현지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찾
을 수 있다. 해외지역연구의 강점은 현지조사를 통한 강력한 현장지향성에 있
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현지 입국 자체가 불가능한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현지조사를 통해 기대되는 현장 답사
와 대면을 통한 직관적 이해,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거치며 심화되는 진상의 파
악, 조사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변수나 행위자의 발견, 우연적 자료
확보 등의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대리 현지조사나 화상 면담 같은 새로운 현지 조사 방법의 실험은 감
염병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대안적 방법에 조기 적응하는 이득을 연구
진에게 선사하였다. 조사방법의 변경으로 연구진이 수주한 연구비도 현지인과
나눌 수 있었는데, 이런 식의 공유는 해외지역연구에서 연구자-대상자 관계의
호혜성을 이전보다 신장시키는 효과도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접한 뜻하지 않은 진전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농업분야 개발협력 전반을 다루는 연구가 아니라는 한계도 지닌
다. 사례연구가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에 집중되었기에 개발컨설팅이나 연수생
초청사업 같은 영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선정된 사례에서 민관협력사업
이 주종을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동남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농촌공동체 개발 민관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라 해야 마
땅하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는 과정이었
다. 우선적 문제는 성공이라는 평가의 상대성과 취약성에 있다. 국가 전체 개발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고 10여년 이상 장기간 지원되는 국제기관의 개발협력
사업이나, 거액의 자금이 지원되고 거버넌스 체계도 잘 갖춘 선발국의 개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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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사업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사업은 소규모의 단기적 분절적 사업이
라는 점에서 성공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국
제적 비교에서 상대적 취약성이 드러나는 가운데 한국형 개발협력이라는 이름
으로 농촌개발을 ‘수출’하려 한다는 국내적 비판까지 존재한다. 새마을사업의
외삽적 측면은 오랜 논란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성공이라는 표현은 도전
받는다. 어떤 사업이든 그 수행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
다. 이는 곧 어떤 성공이든 한시적이며 시간이 흐르며 훗날 실패로 평가받을 위
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은 상대적이고 실패의 측면
도 안고 있는 모순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공의 모순적
이해는 우리 연구진을 양자택일의 부담에서 해방시켜준다.
성공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는 실패 사례도 함께 비교 연구해
야 선택 편향(selection bias)을 피할 수 있는데, 모든 국가 사례에서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성공으로 평가받는 사례에서 이런저런 선행 요
인을 찾아낼 수 있으나 그것이 더 타당하고 견고한 성공 요인으로 판명되려면
실패 사례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요인이 선행하였는데 실패한 사례
가 있다면 그 요인을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런 방식으로 요인들을 줄여
나가면서 결정적인 요인 발굴에 근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성공 사례 연구
를 진행하면서 본 연구진은 오히려 실패 사례를 연구할 필요를 더 절감하였다.
우리가 다룬 사례 가운데서는 인도네시아 사례만이 선택 편향을 벗어날 수 있
었다. 동일한 사업단이 수행한 마을기업육성 전략에서 성공과 실패 사례가 출
현하였고 이를 자연스레 비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밖의 나머지 사례
연구에서 요인 분석은 엄밀한 인과관계 분석이 아니라 상관관계의 제시 정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관관계라 하더라도 우리가 6개국 비교표
에서 제시한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각별히 중시할 필요
가 있는 요인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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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중간심의와 연구결과심의 절차를 밟
으며 계획과 내용이 대폭 수정되고 보강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진이 스스로
조직한 전국 규모 학술대회 패널 발표와 자문특강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갖고 조사와 집필에 반영하였다. 연구를 지원해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들, 연구심의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제안을 해주신
심의위원들,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 토론해
주신 개발협력 활동가와 동남아지역연구자들, 두 차례 특강 겸 자문회의를 통
하여 생산적인 제안을 전해주신 농업개발협력 전문가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
러한 조언과 자문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오류와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연구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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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n Analysis of Success Factor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Southeast Asia: With
a Focus on the Cas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mmunity Development
Je Seong Jeon, Yeonsik Jeong, Bubmo Jung, Heesuk Kim,
Yong Hun Beak, Hee Cheol Park, Dahye Kim, and Hyunkyoung Kim

This study examines success factors and limitations for cases of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promoted in six Southeast
Asian countries - Vietnam, Laos, Cambodia,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Myanmar. As evidenced by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and the subsequ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sustainability of agriculture becomes the foundation for
achieving key goals such as eradicating poverty and hunger and achieving
food security. Considering the reality of Southeast Asia where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resides in rural areas,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also directly related to efforts to improve the
livelihood of local residents and to alleviate the development gap across
regions. Recognizing its importance,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typ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by
focusing on rural development. Among them, Southeast Asia is a major
target region for Korea's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the
total amou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gram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vested in Asia from 2010 to

244 •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 중심으로

2018, 82.2% of the funds was used in the Southeast Asia region. Of these,
the total amount of support invested in these six countries accounts for
97% of the total support in Southeast Asia. In this regard, this study,
which analyzes the cases of six Southeast Asian countries, is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improving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is study, cases were arranged in a balanced manner corresponding
to the strategic goals of the mid-term rural development strategy
establish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Two
cases were assigned for each type so that the implications of the
comparative study could be gleaned. The strategic goals of mid-term
rural development strategy established by KOICA are as follows:
increasing agricultural output consistently and strengthening marketability,
inclusive and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production systems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by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e cases of Vietnam and Laos can be
classified into projects related to the goal of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trengthening marketability. The difference in the two
cases is that Vietnam case one is improving the value chain and the other
the use of appropriate technology to meet the goals. For inclusive rural
development, Cambodia and Indonesia cases were assigned. Cambodia is
a typical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gram that has applied the

Saemaul Undong(new village movement) model. The case in Indonesia is
similar, but is differentiated in that the project focuses more on
reinforcing

the

residents'

capabilities

to

manage

village-level

corporations. The case of the Philippines and Myanmar can be classified
as a project to cope with climate change. The difference is that the
Philippines focused on building an eco-friendly agricultural system
through agroforestry, while Myanmar focused on forest management.
This study also included and assigned cases in conside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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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among implementing agencies involv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addition to categorizing all projects by strategic
objectives of Korea’s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nto three
types as mentioned above. Since the so-called “Busan Declaration,”
which aimed to expand and strengthen public-private partnership at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eld in Busan in 2011, has been
adopted, the extent of participation by the private sector has greatly
expande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Korea. This trend
was also noticeable in the agricultural sector, which is focused b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in Korea, resulting in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and
diversification of participants. In response, this study attempts to confirm
the effect of private-sector participation by adding project cases led by
the private sector in addition to projects directly undertaken by
government agencies.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participants in the
private sector, cases were evenly organized into corporations, universities
and academic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cordingly,
among the cases covered in this study, only Cambodia was a project
directly promoted by a government agency (KOICA), and all other cases
consisted of projects involving the private sector. In the case of Vietnam,
Korean private corporations participated; in the case of Indonesia,
university took part; i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civil society
organization participated; and in the case of Laos, academic organization
took part. In the case of Myanmar, in addition to the ODA project carried
out by government agencies (KOICA and Korea Forest Service), the project
implement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rough the Social
Contribution Fund was added as a case of comparative study.
To hypothesize the factors of success, this study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each case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e five evaluation criteria of the Organiza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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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and KOICA's standard performance indicators for rural
development and organized a checklist of success factors. Accordingly,
the list of success factor checklists prepared in this study has 22 items,
which are commonly identified by participating researchers in all cas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items presented in the checklist are shown in
a single table for comprehensive summary and comparative analysis of
success factors identified in this study. However, having more items in the
checklist does not necessarily indicate that it is a more successful projec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at a single case will satisfy all items in the
checklist as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roject is different and the
goals are set differently. Therefore, the comparison table presented in
this study should not be used to show on how many detailed items each
case encompasses. Instead, it should be used as a reference to identify the
following: what factors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e case, how these
and other factors are combined, and how well they are implemented.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introduction, case studies, and
conclusion. Chapter 1, an introductory part, describes the purposes and
methods of the study, and the composition of each chapter. In Chapter 2,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trends in Southeast Asia have been
briefly introduced and the relevant previous studie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oject evaluation criteria have been reviewed to establish
hypotheses for the cases subject to study.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the
items listed in the success factor checklist, and the success factors
presented in the case study results of the main body are described around
the items identified in this list.
Chapters 3 to 5, the main body of this paper, are the results of analysi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conducted in the six countries of
Southeast Asia, which a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classified by Korea's
medium-term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goals. The resul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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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outline, major achievements, and success factors of each
case have been presented. Chapter 3 deals with the cases of Vietnam and
Laos as the project type of “sustainable farm output and marketability.”
The “Saemaul Project for Developing Agriculture Value-Chain in Ninh
Thuan Province, Vietnam” is the Rural Development Creating Shared
Value(CSV) project that aims to increase the income of the poor in rural
areas through the CJ-partnership with KOICA to establish an agricultural
value chain ranging from production to processing, distribution, and
sales through technical education and market development. It was
evaluated as an excellent project in that it not only properly set up project
components to achieve its goals and enlisted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but also utilized the technology of the enterprises and
linked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corporate activities. However, this
case leaves another lesson, given that the limitations of this type of
participation were clear. If a corporate entity participates in the value
chain process, improving the market and opening outlets can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farmers' income. However, it is difficult to ensure
sustainable performance if companies do not keep their presence at the
final stage of the value chain. In this regard, this case provides a lesson
that the mechanism of organizing farmers and encouraging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must be included in the project components, in
order for the effectiveness and impact to be a main success factor beyond
the efficiency.
The “Lao-Korea Sustainable Technology Center Project” is noteworthy
as it is a case that demonstrates how the utilization of appropriate
technology, which has focused on supplying eco-friendly energy sources,
can be successfully applied to community development. The key
achievement of this case is that the technical limitations of utilizing
existing resources of the community were overcome by putting
appropriate technology available in the local context. The fac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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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academic organizations and local universities in Laos established
an Appropriate Technology Center, shared information, trained human
resources needed for the projects, and systematically managed the
project outcome is considered to be an advantage of cooperation projects
initiated by academic organizations. However, by establishing an
Appropriate Technology Center alone, it was difficult to create coherent
systems such as continuous training for ethnic minorities in mountainous
areas, harvesting, marketing, and sales of crops. Nonetheless, it is
remarkable that the appropriate technologies were disseminated and
applied up to the local community level, aiming to share development
benefits with the community and to enhance sustainability of local
production.
Chapter 4 dealt with Cambodia and Indonesia as cases of “inclusiv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The study of “Self-Suppor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 with Saemaul Undong (SMU)’s Participatory
Approach” analyzed the success factors of the New Community Movement
Project, which was carried out across 30 villages in Cambodia from 2014
to 2018. In this case, the situational diagnosis and appropriateness of
strategy,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economic self-reliance,
institutionalizing the local people's participation, and systematic
follow-up management were cited as success factors that contributed to
achieving the goal. It was mainly thanks to the fact that the project's plan
was established based on a close preliminary investigation after selecting
a pilot village with high potential for success through a feasibility study,
which actively reflected the residents' demand and opinion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detailed project plan. The fact that the
possibility of economic self-reliance was increased by establishing an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and the project was promoted using the
existing village organization was the main driving force that led to the
trust and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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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entities made periodic checks, guidance, and evaluation so that
the project will not deviate from the original plan and that project
budgets were given out differently depending on evaluation results to
encourage inter-village competition were an important success factor.
The “Yogyakarta (Indonesia) Community Capacity Building Project,”
introduced as one of the model cases for university-led development
programs, is a case in which village corporations are successfully run by
the village residents themselves even after the program is over. The
achievements of this project is not just limited to economic effects
represented by income growth. The more important aspects of this
project is that it elicited personal change in the form of the residents'
improved self-esteem and self-confidence while at the same time the
community-wide impact in the form of camaraderie, trust, and more
democratic relationships among the residents. To make sure that
previous errors would not be repeated, the entities leading the project
readjusted the strategies of follow-up projects. The success of the project
is also attribute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pre-investigation to establish
strategies suitable for local conditions, and to the enhancement of
women's role and desire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so that women
of similar backgrounds can be members of village corporations while
creating a system for custom-tailored education and self-reliance.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project drew cooperation from local
universiti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was also
key to the project's continued performance and success even after the
project was completed.
Chapter 5 analyzes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promoted in the
Philippines and Myanmar as cases of project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The study of the “Eco-friendly Crop Diversification and Income
Increase through Agroforestry in the Philippines” reminds us of the lesson
that organizing residents and strengthening their capabilitie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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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re key to establishing an eco-friendly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in the community in a stable manner.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universities and the people’s organizations in the Philippines, for whic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nurtur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has been the foundation for success. It was mainly thanks to the fact
that contents and area of the project was selected based on continuous
communication, while the project was monitored step by step to
supplement problems. In particular, the following were also important
factors in the project: small-scale farmers with low economic standing
selected as major subjects of the project, cooperation from local
landowners and local governments to secure farmlands needed to
practice agroforestry, and th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peoples who
used to damage forests due to slashing and burning of fields.
The study of the “Dry Zone Forest Management Capacity Building
Project in Central Myanmar” presented comparative implications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ODA projects conducted by government
agencies and follow-up projects carried out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
The forest greening project in central Myanmar, where forest degradation
is accelerating, can be evaluated as a project that actively accommodated
the development needs of a recipient country, given that it was a support
project for the forest restoration and management project that the
Myanmar government has pursued for a long time. It was found that the
forest greening project, which had been promoted four times over the
past 20 years, has been successful due to the use of appropriate
technology in consideration of the topographical and soil conditions of
the area. More importantly, as the project was carried out four
consecutive times, the management of existing projects was carried out
through follow-up projects. However, these achievements reveal the
limitations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hich are
mostly short term. This means that if no subsequent projects are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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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cannot be guaranteed. The Community Forestry model,
which was conceiv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project's fourth round but not realized by the ODA initiative, is
considered an alternative development model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while reducing reliance on ODA. The
possibility can be seen in the case of the “Happy Water School” project,
which was proposed as a comparative case with the forest greening
project promoted by the ODA project, was initiated by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 through the Social Contribution Fund. Through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projects implemented by the two
organizations, this case shows that continuity and connectivity of the
projects are important factors in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At the same time, this case study
suggests that public-private cooperation needs to be promoted more
substantially in a way that fully demonstrates the capabiliti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have accumulated empirical knowledge and
technologies in related fields and ensures their autonomy.
Chapters 6, which corresponds to the conclusions, provides a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from Chapter 3 to 5, as well as policy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ithin the empirical range of
the cases covered in this study, the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largely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five. First, even in development
cooperation model planed for mobilizing community people such as the
New Community Movement project, it is difficult to expect ideal
outcomes without understanding the local context. Consequently, the
strategies need to be applied flexibly based o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cal conditions. Cases of this study show that this type of project can
be successful only when thorough basic survey is conducted,
custom-tailored strategies is designed, and the people participate actively
as major actors. The village's willingness to participate can be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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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implementation plan is established through a thorough
preliminary survey, and is referred it back to the people's open
discussion. As the Cambodian case testifies, it is also a strategic approach
to gradually increase the size of the project as a way to raise the
expectation of continuing the project while making the residents
experience the effects and benefits of the project in a short period of
time.
Second, in the cas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ir proportion in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future and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agents, while respecting their autonomy. The bottom-up
public-private partnership approach fits perfectly with Korea's
development assistance model given its relatively small budge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as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introduced in this study showed that private enterprises participate in
projects in ways to diversify horizontal networks based on their unique
expertise and value contribution.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erprises
has been a major contributor to market development and value chain
improvement.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tion of local universities
provides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local area, as well as the
provision of manpower, while contributing greatly to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through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participation of Korean universities has the additional effect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alents in Korea.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howed the possibility of enhancing
sustainability by projecting their own value orien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The autonomy of private institutions should be further
guaranteed in the future so that these advantag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can be fully realized.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plans of new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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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up projects in the direction of extending the project period as
much as possible and strengthening continuity and linkage with existing
projects. If the project is implemented continuously for a long time, the
likelihood of success increases exponentially. Therefore, unless it is
obviously unsuccessful,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project period.
However,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it is necessary to sequentially increases the project size as
described above. It is also necessary to avoid simple extension or
continuation of the project period without these considerations. In this
regard, when selecting a follow-up project or a new project, it is desirable
to check whether the project plan has been established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the linkage between the projects by utilizing the infrastructure
or various types of resources established through the existing projects,
and whether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plan is appropriate.
Fourth, more attention and support are needed for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appropriate technology. Support for appropriate
technology considering the level of technology competence, resources
that are available or can be mobilized, and local knowledge level of the
host country can greatl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development cooperation. Additional effect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development that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recent years can
also be expected. Considering the agricultural structure of Southeast Asia
centered on small farmers,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appropriate technology is even more urgent. An approach that suits the
local environment is more desirable to raise the level of local technology
rather than simply transferring and transplanting state-of-the-art
technologies possessed by Korea.
Finally,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people are the decisive actors
who hold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Material and technical support by itself does not bring happiness.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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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s are carried out by peopl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the rec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iterature is important,
but the role of those providing development assistance is even more
importan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can be clearly determined depending on what competent field managers
are deployed and how he/she communicates with local residents. The
field orientation that strives to escape self-centeredness, the democratic
attitude that listens to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the connectedness
that seeks harmony between the project team and the village's political
process, and the adaptability to find and solve problems early on are the
virtues required by our development workers. In order to possess these
virtues, local knowledge and local communication skills are essential as
well as development expertise.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our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s to include these capabilities as
important evaluation criteria in project selection and continuity
assessment so that appropriate field managers can be selected. In
addition, the achievements of fostering local human resources should be
added to the evaluation criteria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his is because it is precisely the local talents who can succeed and
develop the achievements further even after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 teams leave the villag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evaluation criteria so that long-term and systematic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ns can be included in individual projects, rather than
providing resident education only for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roject
is under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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