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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국제협력이란 다양한 국제적 교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자본, 기술, 인력, 그리고

문화 등 교류의 전 분야를 포함한다. 인간은 정착생활 이전부터 혹독한 자연환경,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협력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는

국가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국제협력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 피해국의 재건 및 신생 독립국의 빈곤

해결이 국제관계의 주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가운데

식량 원조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해결하는 것으로 현재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95년 이후, 주요 공적원조 형태였던 직접적인 현물이나 비용지원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여 기술원조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농업기술 협력이란 기존의 식량원조에서 나아가 농업과학기술의 원조 및 협력까지

포괄하는 생산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의 목적은 개도국에 농업 기술이 이전되어

상생을 위한 인류의 먹을거리가 확보되고, 선진국과는 연구개발협력을 통해 자국의

농업기술의 발전도 추구하여 국격을 제고하게 하는 것이다.

향후 21세기 농업기술협력의 이념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부터 ‘지구촌 문제의

공동해결’, ‘국익의 창출’과 ‘국격의 제고’로 요약된다. ① 개도국에 대한 기술 원조는

인류애를 구현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을 ② 지구촌 공동문제 해결은

접화군생(接化群生)을 실현할 것이다. 또한 ③ 기술협력을 통한 국내 기술의

발전으로 국익이 창출되는 제세이화(濟世理化)가 이루어지고, ④ 협력을 통한

국격 제고는 광명이세(光明理世)를 실현하게 할 것이다.

상생하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1) 최근 국제 원조에 관한 거대 담론은 ‘원조

효과성’에서 ‘개발 효과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물고기 자체가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개도국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핵심에 농업기술 협력이 존재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세계 유

일의 나라로서, 인도주의적 협력을 수행해야 하는 사명과 전 지구적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의 의무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3) 향후 개도국에 대해 효율적인

농업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식(主食)과 영농기술 및 인프라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또한 우리의 주곡 자립 성공사례를

적용하여, 가치사슬의 관점에 입각한 입체적 접근방식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5)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선진국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농업성장의 동력원을 발굴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첨단 농업기술을 개발하는데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파트너십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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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농업기술 협력이란?

사람간의 협력, 그 시작

□ 국제협력이란 다양한 국제적 교류를 총칭하는 것으로 자본, 기술 및

인력, 문화 등 교류의 전 분야를 포함

○ 공적개발원조(ODA)1)는 국제협력의 부분집합으로, 공공기관이나

집행기관이 개도국이나 국제기구에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

* ’09년 11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의 개발원조위원회(DAC)3)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중요한 국제협력 분야로 부상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의 의의

▷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입장이 바뀐

거의 유일한 나라로 개발도상국 원조 역사상 최고의 성공사례

-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60) 수준의 국가에서 2만 달러 시대로 성공한 경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당시에는 수단, 케냐도 79달러 수준

*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가입조건은 연간 원조금액이 1억 달러 이상 또는

GNI의 0.2% 이상으로서, 우리의 수준은 아직 미흡하나 국제적 위상이 인정

□ 인간은 정착생활 이전부터 혹독한 자연환경,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관계를 형성

○ 원활한 식량 조달과 맹수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 공동생활을 시작

- 정착생활 이후에도 협력은 점차 발달하여 정치, 외교, 경제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화로 성장

○ 공동체의 협력 관계는 농업의 발달과 함께 대단위 촌락을 이루는

기반이 되고 국가 형성에 기여

1)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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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발전史

□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 피해국의 재건 및 신생 독립국의 빈곤과

기아해결이 국제관계의 주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 50년대 이전의 협력은 전쟁피해국에 대한 전후 복구 및 세계

경제의 재건에 중점을 둔 무상 원조 및 개발 지원이 중점

○ 6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집중하면서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차관 도입 등의 경제교류로 확대

○ 70년대 국제협력의 특징은 선진국들의 시선이 개도국들의 빈곤으로

이동한 것

- ‘73년 제1차 석유위기로 인한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선진국의

원조 삭감 등은 개발도상국에게 새로운 위기상황을 조성

- 농업기술협력을 통한 기아 해결, 영양실조 개선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 복지, 문맹 퇴치 등의 사회문제 해결로도 확대

○ 80년대는 기존 지원형태의 약점이 발견되는 시기로 채무의

누적현상이 가속화 되어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저해하기 시작

- 기존 개발원조정책의 개선에 대한 요구와 비정부기관(NGO)의

역할이 새로이 부각되기 시작

○ 90년대에 들어 극빈국을 제외한 나라에 대한 무상원조개념은

거의 사라지고, 자립능력 배양 목적의 원조로 선회

- 인권, 민주화, 군비 상황 등 비경제적인 요인이 중시

전후식량원조 (50년대) 필리핀이지은장충체육관(60년대) 기아 해결 (7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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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지켜낸 국제협력, 마셜플랜

□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장(戰場)으로 거의 모든 농토와 산업시설이

파괴된 유럽의 경제회복을 돕기 위한 미국의 경제협력 정책

○ 공식명칭은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이나

‘마셜플랜(Marshall Plan)’으로 더 알려짐

* ’47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던 마셜이 제안하여 ‘마셜플랜’이라 불리며,

마셜은 그 공로로 195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

○ 미국이 서유럽 16개 나라에 행한 대외원조 계획으로 ‘47년에서

’51년까지 5년간 개발협력을 추진

-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인 자립 기반 위에서 원만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식량 및 경제 자립 지원이 목적

* ’52년부터는 상호안전보장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원조를 계승

- 기본적으로는 유럽 전체가 원조대상이었으나, 참가국이 수용해야 할

일정 조건을 단서로 붙여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배제

‘마셜플랜’이란?

▷ 2차 대전으로 파괴된 유럽을 복구하기 위한 미국의 개발협력 프로그램

- 기아와 빈곤이 만연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이 심화되던 유럽 재건 프로그램으로

’48년부터 4년간 총 112억 달러(현재 가치로 1,120억 달러)를 지원

- 독일을 제외한 수혜국의 경제력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성과

□ ‘마셜플랜’의 가장 큰 의미는 소련과 공산주의의 팽창으로부터 유럽을

성공적으로 지켜내고 미국의 가장 큰 우방을 만든 실리

○ 유럽 국가간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각국의 경제수준에 맞춘 기구

설치 등으로 유럽 통합의 첫 번째 계기를 제공

* 유럽에 지원된 돈은 유럽 내에서 쓰거나 미국상품을 수입할 때만 사용 가능

하도록 제한을 두었음. 영화 ‘로마의 휴일’도 이 보조금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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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차원의 공적원조, 식량원조

□ 식량원조는 ‘54년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해결해주는 점에서 현재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

○ ’54년 7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PL 480 법령에 근거하여

국제적인 식량원조가 시작

- 선진국의 식량을 원조 받은 수혜국은 자국 상황을 개선할 시간과

자원의 여유를 갖게 되어 성장기반을 마련해준 효과를 발휘

* ’54년 이래, 미국의 식량 원조에 150개 국 이상의 30억 인구가 혜택을 입음

PL 480 법령의 목적

▷ PL 480의 입법 목적에는 인류 공영과 미국의 이익 추구가 공존

-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입법 목적을 “미국과 다른 나라 국민들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해서 농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초 다지기”라고 표현

-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식량은 힘이고 평화이며 자유이다. 그리고 식량은 전

세계에 우리가 전하는 도움의 손길”이라고 언급

□ 현재도 식량 원조는 갑작스런 기상이변이나 천재지변으로 고통

받는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수단으로 활용

○ 천재지변에 대한 구호물자의 가장 우선 순위로 인도네시아의

쓰나미(‘08.12.), 중국 쓰촨성 대지진(’08.5.) 등에 식량을 지원

- 태국의 대홍수(’11.11.)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상은 계속

될 예정으로 식량 지원의 필요성은 확대 예상

○ UN은 기아를 전 지구적인 문제로 선포하고, WFP4), UNICEF5)

등을 통해 빈곤국에 대한 식량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NGO(비정부기구)에서는 식량 자체를 공급하는 것은 자립기반을

파괴하는 활동이라는 비난도 제기

4) UN World Food Program, 세계식량프로그램,

5) UN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 아동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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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에서 해방시킨 녹색혁명

□ 전 세계의 밀 주식 국가를 기아에서 해방시킨 녹색혁명은 국가간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

○ ‘44년 말 미국 록펠러 재단의 전문가들이 국제옥수수밀연구소

(CIMMYT)의 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것이 효시

- 60년대 노먼 볼로그 박사는 연구 결과를 전 세계에 보급하여

개발도상국이 기아에서 해방되는데 크게 기여

○ 종자에 의한 녹색혁명은 더 많은 생산량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수리시설 개선 등의 연쇄적인 농업투자 지원을 유도

- 이를 계기로 각 국가별로 해외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설치와 활동들이 시작

□ 60년대에 밀에서 시작된 녹색혁명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70년대 기아를 딛고 일어서게 만든 한국판 ‘녹색혁명’을 견인

○ 70년대 농촌진흥청과 국제미작연구소(IRRI, 필리핀)의 공동

연구에 의해서 ‘통일벼’가 탄생

- 국제미작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적의 볍씨, ‘IR-8'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형편에 맞도록 개량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 우리나라와 필리핀에서 동시에 채종하고, 식물검역과정을 생략하는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식량 자급에 기여

노먼 볼로그 박사(미국) 미국의 협력전문기관 로고 식량증산 성공기념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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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국에서 선진국으로 환골탈태

□ 한국전쟁 직후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무상원조로 전후 피해를

복구하였으나, 현재는 무역 규모 9위(‘10)의 대국으로 성장

○ ‘60년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79달러, 하루

21센트 수준

- 인구의 40% 이상이 절대빈곤 상태에 있었고, ‘60년도 수입대금의

71.7%, 정부 예산의 42.9%를 미국의 원조에 의존

* ’00년 OECD/DAC의 원조국 목록에서 제외되기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전체

원조 규모는 약 127억 달러로 100억 달러 이상을 미국과 일본이 원조

○ ‘45년 美 군정(軍政)에 의해 시작된 원조는 인플레이션의 안정과

구호물자를 통한 기아, 질병 및 불안 제거가 주목적

□ 원조를 바탕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 2차 산업인

농업과 제조업을 일으켜 개발도상국 진입의 기틀을 확립

○ ‘61년부터 ’75년까지 지원받은 원조 규모는 39억 4,140만 달러6)이며,

‘64년 이후 유상원조 비율이 점차 확대

○ 70년대 말 이후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차관에 의한 외자 도입

위주로 전환하였으며, 80년대 후반부터 개도국의 위치를 확보

-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가 8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

60～70년대 농촌 풍경 미국의 밀가루 지원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념우표

6) 50%는 무상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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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

□ ‘95년까지 공적원조의 주요 형태였던 현물, 비용의 직접 지원이

실효성이 매우 낮아 ’기술원조‘라는 새로운 방식이 대두

○ 지원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치, 사회적 불안정

때문이라는 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

- 극심한 기아나 천재지변 발생 지역을 제외하고는 직접 지원

형태보다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선회

○ 공적원조의 새로운 주류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NGO에서는

시설 등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

□ '00년 이후 기술협력이 일반화되면서 인프라 구축과 운용할 인력

육성, 경험이 많은 국가의 역할과 참여의 중요도가 증가

○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꼽히는 농업은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면 자립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

- 농업 발전은 기아 해결과 2·3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민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

* 농업 생산성이 10% 증가하면 하루 1달러 미만의 생활자가 6～10% 감소하고,

소득 하위 20% 인구의 소득이 16% 증가

○ CGIAR, FAO 등에서는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우리

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으로 경험을 전수해주기를 희망

선진국과 개도국, 어떻게 구분하나요?

▷ 명확한 구분은 없으나, 선진국은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로 정의(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

- 선진국(developed): 미국, 캐나다, 서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 개도국(developing): 그 외의 지역(독립국가연합, 동유럽 제외)

* 개도국은 ‘less-developed’, 또는 남반구에 많다고 하여 ‘the South’로 표기

* 독립국가연합(CIS):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몰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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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농업기술 협력의 4대 이념

21세기 농업기술 협력

□ 농업기술 협력이란, 기존의 식량원조에서 나아가 농업과학기술의

원조와 협력까지 포괄하는 생산적 활동을 의미

○ 개발도상국에는 농업 기술을 이전하고, 국제적 식량 문제에 공동

대응하여 우리 국민과 인류의 먹을거리 확보에 동참

○ 선진국과는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우리 농업기술의 발전도 추구하고,

선진국으로서 국격을 제고

□ 국제협력에서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현재, 농업기술

전수 및 교육 등의 실질적인 지원은 국격 제고에도 기여가 기대

○ 개도국과의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에 의한 상품화 등을

통해 국익 창출과 수혜국 인력 육성의 일석이조 효과

○ G20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활동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확립

기아인구 지도 (유엔 식량농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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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협력과 고조선의 건국이념

□ 농업기술 협력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부터 ‘지구촌 문제의 공동

해결’, ‘국익의 창출’과 ‘국격 제고’의 이념을 지님

○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추구하는 네 가지 효과는 우리의 건국

이념과 상통하는 가치를 보유

* 우리 건국이념: 홍익인간(弘益人間), 접화군생(接化群生), 제세이화(濟世理化),

광명이세(光明理世)7)

○ 개도국 기술 원조는 인류애를 구현하는 홍익인간의 실현이며,

지구촌 문제 공동 해결은 접화군생의 실현

○ 기술 협력을 통한 국내 기술 발전은 국익 창출의 제세이화이며,

협력을 통한 국격 제고는 광명이세의 실현

7)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 접화군생: 우주만물을 사랑하고 가깝게 사귀고 소통하여 감화,

변화, 진전시켜서 해방하는 활동, 제세이화 : 세상에 나아가 이치로서 다스림, 광명이세 :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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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弘益人間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인류애의 구현

□ 씨감자(종서, 種薯)를 전량 유럽에서 수입해야 하는 알제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씨감자 생산기술 전수사업으로 자급 시스템 구축

○ 감자는 알제리 인구의 75% 이상이 의존하는 주식이며, 매년 유럽에서

8만 톤의 씨감자를 수입하여 재배

- 알제리의 씨감자 가격은 생산비의 70%를 차지하여, 씨감자의

안정 수급이 식량안보 문제에 직결되는 상황

프랑스에서 ‘독립’한 알제리, 그러나 ‘독립하지 못한’ 식량 주권

▷ 135년 식민 지배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씨감자 관련기술의 종속은 계속

- 알제리는 프랑스에 대항하여 1954년부터 8년간 전쟁을 벌여, 무려 100만 명이 죽고

70만 명이 투옥되는 수난 속에서 1962년 독립을 쟁취

- 독립 이후, 프랑스는 씨감자 생산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과 전문가를 본국으로 송환

했고, 알제리는 유럽에서 씨감자를 계속 구매해야 하는 아픈 역사를 지속

○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농진청이 수행한 씨감자 육종 및 생산

기술 이전을 통해 생산성이 증대되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

- 감자 전문가 11명의 현지 파견과 알제리 연구원 6명의 초청

연수를 통해 병균이 없는 씨감자의 생산과 육종 기술을 전수

* ’07년부터 ’09년까지 180만 달러 규모의 씨감자 재배를 위한 시설 및 실험

기자재를 제공하였고, ’14년까지 토양증식과 안정생산기술을 지원할 예정

현지에건설된 수경재배온실 씨감자의 수경재배 성공 알제리 연구원의 국내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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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를 표기할 문자가 없이 벼농사를 주로 짓는 찌아찌아족을 위해

인도네시아판 ‘농사직설’인 벼 영농교본을 제작하여 보급(’11.10.)

○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농진청이 공동으로 인도네시아어, 영어, 한글

표기 찌아찌아어가 병기된 벼 영농교본 1천부를 제작하여 전달

- 교본은 현지 농업고등학교의 교과서와 농업인을 위한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나눔과 배려’라는 세종 정신의 세계화

* ’10년 5월, 찌아찌아족이 사는 바우바우시 시장의 요청에 대한 대응이며,

시장(市長)은 현지 벼 생산기술의 혁신과 자급률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

□ 과거 종족 대학살의 땅이던 르완다에 우리 새마을 운동을 전수하고,

민족 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농촌마을 개발 사업을 수행

○ ‘10년 8월, 경상북도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르완다 등

3개국에 새마을리더 봉사단을 파견하여 새마을 사업을 실시

- 일방적인 원조가 아닌, 자신감을 심어주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의식을 개혁하고 빈곤 퇴치의 동기를 부여

*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서, 이 운동의 세계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

○ ‘11년 8월, 정부 합동으로 새마을 시범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도자 양성,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협력을 추진

- 지도자 육성 및 의식 개혁의 1단계, 시범마을 조성의 2단계,

기관별 사업을 연계하는 프로젝트의 3단계로 순차적으로 실시

르완다 대학살(Xenocide)

▷ 100일간의 종족 분쟁 결과, 인구의 1/6인 100만 명 학살

- ’94년 4월 6일부터 7월 중순까지 다수 종족인 후투족(85%)과

소수 종족인 투치족(14%) 간에 종족 분쟁이 발생

- 배경에는 벨기에의 식민통치기간(’16∼’62) 중 투치족이

후투족을 지배하게 한 종족차별 정책이 있었음 영화 ‘호텔 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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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화군생 接化群生
전 지구적 농업 문제에 공동 대응

□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분야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농업기술의 개발을 위해 전 세계와 공동으로 협력

○ 기후변화는 농업에 가장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 생산성의 감소로 인해 수급 불안정과 물가 상승을 야기

* 피해액은 2100년까지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으로 전망(’06, 스턴)

○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대응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

- 기상재해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재해에

강한 품종과 재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지원

□ 특정 품종의 집중 재배 등으로 인해, 유전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어 다양성 보존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진행

○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맛있는 특정 품종의 농산물만 재배하여

생물 다양성의 감소 수준이 심각한 상황

* 더욱이 ’08년까지 세계 양서류 전체 종 중 32.4%가 멸종 위기, 42.5%가

개체수의 감소를 보임(국제자연보호연맹)

○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체결을 통해, 유전자원을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멸종위기에 처한 바나나?

▷ 단일품종인 ‘캐번디시’만 생산, 치명적 곰팡이병 출현

- 자연번식이 아닌 꺾꽂이로만 재배되고 있으며, 최근 치명적인

곰팡이병이 최대 수출지역인 중남미에 출현

- 싼 값에 전 세계 소비자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대량으로

단일작물을 생산하던 플랜테이션 농법이 역설적으로 바나나의

멸종을 야기(’08, Dan Koeppel) 사라지는 바나나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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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농식품과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무역분쟁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와 공동노력

○ 농약, 유기물, 항생제, 미생물 등으로 인한 농식품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협력

- 오염물질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제 교역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국가간 이동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의 확립과 조화 및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진행

- 과학적인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전제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농업생산성 및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

* 최근 유전자변형(GM) 농산물의 생산량과 국제 교역량 증대로 환경 및 인체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 중

□ 인류의 문화유산이며 역사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실의 위험에

처한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설정하고자 노력 중

○ ‘12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전통지식 자원의 보호를

위한 의정서를 채택하기 위해 전 세계와 협의 중

○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지식자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자원을 발굴·평가하여 활용하기 위해 협력

* 국내에서는 특허청에서 전통지식 포탈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노력 중

온난화대응교토의정서회의 생물다양성협약(CBD) 회의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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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이화 濟世理化
농업기술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국익 창출

□ 농업선진국과의 적극적인 열린 연구로 첨단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선진국의 농업연구 정보를 수집하며 네트워크를 구축

○ 선진국의 연구기관과 기술협력을 체결하여, 공동연구 수행, 국제

심포지엄의 개최, 전문가 파견 및 교육 등 다양한 교류 추진

-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국내에 접목하여 신기술 개발에 활용

* 미국과의 협력으로 바이오가스의 최대 생산법, 토양강도 측정기 등을 개발

하였고, 일본과는 식물의 휴면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개발

□ 외국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당국의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신품종을 개발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도 교류

○ 총 29만점의 유용자원을 도입하여 우수품종을 개발하는데 이용하고,

유전자원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도입자원을 활용하여 통일벼, 청보리, 신화콩, 설향딸기, 청양고추,

흑구슬 포도, 국화 품종의 하나인 백마 등의 신품종을 육성

* ’08년 농업유전자원센터가 세계 2번째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세계작물다양성재단(GCDT)으로부터 ‘종자안전 중복 보존소’로 지정

○ 지구 온난화에 따른 다양한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아열대 원예작물을 도입하여 국내 활용가치를 연구

역병저항성 유전자(미 공동) 불가리아에서 도입된 유전자원 농업유전자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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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이세 光明理世
보다 큰 대한민국, 국격(國格)의 제고

□ 농촌진흥청은 개도국 현지에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를 설치하고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지원하여 국격 향상을 도모

○ 한국의 농업전문가가 현지에 상주하면서 상대국 요청에 기반한

현지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세계에 유래가 없는 독특한 방식

- 설치된 국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현지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기술을 전수

개도국에 설치한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 ’09년 베트남 등 6개국에 처음 설치하여, 현재 15개국으로 확대 추진

- 6개국(’09) : 미얀마,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파라과이, 케냐

- 10개국(’10) : 필리핀, 캄보디아, 알제리, DR콩고 등 4개국 추가 설치

- 15개국(’11) : 에티오피아를 추가하고, 현재 4개국에 대해 신규 설치 추진

* ‘KOPIA’는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의 약자

○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

- 베트남에 토마토의 착과율 향상기술을 적용해 수량이 70%

늘고, 미얀마는 바구미 저항성 녹두로 수량이 30% 증가

- 못줄 이용 이앙법을 전수하여 케냐의 벼 수량이 20% 높아지고,

파라과이는 현지의 유망채소 작물을 선발하고 재배법을 확립

토마토수량 70%증가(베트남) 못줄이앙으로 20%증수(케냐) 유망채소 선발(파라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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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농업 생산성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와 농업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해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를 출범

○ AFACI는 아시아의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다자간 현안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09년 출범한 한국 주도의 다자간 협의체

- 협의체에서는 범아시아, 권역별, 국가별 과제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추진

* 범아시아 과제는 아시아 유기농업모델 개발을 위한 기술교류, 권역별은

이동성병해충 관리 네트워크 구축, 국가별과제는 8과제를 다양하게 수행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회원국

▷ ’09년 11월 3일 출범 후, ’10년 필리핀에서 1차 총회 개최

- 12개국: 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 AFACI는 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AFACI 엠블렘

□ 아프리카의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동으로 해결

하기 위해 한국-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 발족

○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하여 아프리카의 식량문제를 해결

- 국제기관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한 다양한 사업의 공조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 중

*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및 국제축산연구소(ILRI)와 기술을 공동 지원하고,

빌 게이츠 재단과 에티오피아 농업 공동 지원 파트너십에 합의

- 농업 발전을 주도할 지도자의 현지 양성을 위해 농업인과 현장

지도사를 훈련시키는 학교(Agro-school)의 설립을 계획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 회원국

▷ ’10년 7월 출범 후, ’11년 에티오피아에서 1차 총회 개최

- 17개국: 한국, 앙골라, 카메룬, DR콩고, 코트디브아르, 가봉,

가나, 케냐, 에티오피아, 말라위,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수단, 튀니지, 우간다, 짐바브웨

* KAFACI는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KAFACI 엠블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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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변화하는 환경 속에 ‘농업기술 협력’의 탄생

국제 원조 패러다임의 변화

□ ‘원조 효과성’에서 ‘개발 효과성’으로 패러다임이 변화(‘11)8)함에 따라

농업 기술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

○ 원조 효과성은 어떻게 원조를 하느냐의 문제라면, 개발 효과성은

수혜국이 실질적으로 개발되고 있는가의 문제

-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제공하는 것이 원조국

개발을 위한 핵심으로 등장

○ 농업 협력도 일방적 식량 원조가 아닌 농업기술 협력으로 변화하여

상대국에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

- 농산물 원조는 상대 국가의 농업 생산 기반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는 광복 이후 미국 등에서 밀가루를 원조 받으면서 밀 생산 기반을

상실하여 밀 자급률 하락을 경험: ('80) 4.8% → ('00) 0.1%

농업 이슈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

□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등 농업과 관련하여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대부분이 국가 단위가 아닌 전 세계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

8) 2011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주느냐에 집중하던 기존 원조

패러다임인 ‘원조 효과성’을 수혜국의 실질적 개발에 집중하는 ‘개발 효과성’으로 전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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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먹을거리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농업 생산성

하락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몇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부족

○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각 국가가 지닌 농업

기술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

*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기후대의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농업 기술 교류가 필요

* 연구를 위해 국가 간에 종자를 교류하거나,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자를 개발하는 등 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증대

인도주의적 협력의 당위성 인식

□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도달해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수준에 걸맞은 인도주의적 대외 활동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

○ 기아에 시달리는 국가 및 농업 개도국 등에게 우리의 농업 기술

전수를 더욱 확대하여 세계 기아 해결에 동참해야 할 필요

- 우리나라가 반 세기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근접한

데에는 선진국의 기술 이전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

○ 이제는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국가이자 농업 기술 선진국으로서

우리 기술을 전수하는 모델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

상대국 맞춤형 및 가치사슬 관점의 기술협력 전략 수립

□ 개도국에 대한 농업 기술 지원의 경우 그들의 주식(主食)과 영농

기술 및 인프라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 협력전략이 필요

○ 나라마다 주식이 다르므로, 우리에게 강점이 있다고 해서 벼 등의

식량작물을 개발도상국에 바로 적용시키기는 곤란

* 주식(主食)의 경우, 아시아는 우리와 비슷하나, 아프리카는 카사바, 참마,

수수, 요리용 바나나 등이며, 남아메리카는 두류, 옥수수, 감자 등으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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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국의 농업을 잘 이해하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 관련

연구소, 국립 농과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이 필요

* 농로(農路)가 없거나 기름을 댈 경제적 여력이 없는 지역에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투입했던 선진국의 사례는 타산지석

□ 가치사슬 관점에 입각한 총체적 접근방식인 ‘우리나라의 주곡자립

성공사례’를 적용한 개도국 기술 지원 로드맵의 제시도 필요

○ 기술, 농기계, 인프라를 단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패키지화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 개도국의 기술지원체계 구축작업도 컨설팅하고 핵심인력 육성을

담당하는 역량 강화 계획도 포함

*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하드웨어 구축, 농촌진흥청은 소프트웨어

제공(농업기술 및 인력육성 등)의 풀 팩키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

○ 개도국의 정부 및 현지 관계자와 우리 쪽 사업수행자간에 협력

사업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비전에 대한 공유가 필요

* 우리의 경우, ‘주곡의 100% 자급실현’이라는 구체적이고 단순하며 일관된

비전이 사업 관계자 모두에게 공유되었음

미래 농업 대비를 위한 전략적 관계 유지

□ 미래 농업 성장의 동력원을 발굴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첨단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파트너십을 지속

○ 우리가 농업기술을 선점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경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의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연구를 시행

* 환경 및 건강위해성이 제거된 GMO, 푸드백신, 이동형 식물공장, 바이오장기

대량생산 기술, 항노화 기능성 식품, 디톡스 식품 개발 등

○ 협력연구를 하지 않는 경우, 기술의 종속화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 기술제휴를 실시

* 초다수성 벼, 고당도 과일 품종, 온난화에 따른 재배최적지 예측기술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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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 국제 농업연구기관

기관 영문 / 국문 홈페이지

APAARI
Asia-Pacific Association of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ions

아․태지역농업연구협의회 태국, 방콕
www.apaari.org

BI
Bioversity International

국제생물다양성연구소 이탈리아, 로마

www.bioversityintern

ational.org

CGIAR
Consultative Group on Int'l Agricultural Research

국제농업연구협의단 미국, 워싱턴
www.cgiar.org

CIAT
Centro Internacional de Agricultura Tropical

국제열대농업연구센터 콜롬비아, 칼리
www.ciat.cgiar.org

CIMMYT
Centro Internacional de Mejoramiento de Maizy Trigo

국제옥수수․밀연구소 멕시코, 멕시코시티
www.cimmyt.org

CIP
Centro Internacional de la Papa

국제감자연구소 페루, 리마
www.cipotato.org

ICARDA
Int'l Center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the Dry Areas

국제건조농업연구소 시리아, 알레포
www.icarda.org

ICRISAT
Int'l Crops Research Institute for the Semi-Arid Tropics

국제반건조열대작물연구소 인도, 하이드라베드
www.icrisat.org

IITA
International Institute of Tropical Agriculture

국제열대농업연구소 나이지리아, 이바단
www.iita.org

ILRI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국제축산연구소 케냐, 나이로비
www.ilri.org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국제미작연구소 필리핀, 로스 바뇨스
www.irri.org

ISNAR
International Service for Nat'l Agricultural Research

국제농업연구서비스 네델란드, 헤이그
www.isnar.cgi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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