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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산정

평가 기준 심사 항목 배점

1. 적절성

∙ 수원국 개발전략 및 수요와의 적합성, 우리정부 지원전략과의 적합성 ④ 3 2 1

∙ 사업 설계 및 수행의 적절성 4 ③ 2 1

∙ 수원국의 주인의식 등 ④ 3 2 1

평균 점수(a) 3.7/4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및 대외협력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이며, 국제적 개발목표(SDGs)에도 부합함. 사업 설계와 수행시 일부 
변경이 있었던 점이 있음.

2. 효율성 

∙ 사업 비용의 효율성 ④ 3 2 1

∙ 사업 기간의 효율성 등 4 ③ 2 1

∙ 투입 자원 대비 성과 달성 정도 4 ③ 2 1

평균 점수(b) 3.3/4

사업예산 내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시범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기간은 확보되지 못하였음. 투입에 대한 산출은 비교적 양호하고 시
설과 장비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주민 소득 제고의 효과도 있으나 일부 소량의 벼를 생산하는 주민들의 이용이 어려운 
구조임. 

3. 효과성/
영향력 

∙ 계획한 산출물, 목적, 목표를 달성한 정도 4 ③ 2 1

∙ 사회·경제·제도에 대한 긍정/부정적 영향 4 ③ 2 1

평균 점수(c) 3/4

현지 사정에 맞는 시설과 기자재가 제공되었으나 사업초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누수에 의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미질 개선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수원국 정부의 자체적인 자원 투입, 사업효과의 제도적·공간적 확산을 위한 노력은 그다
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음. 

4. 지속
가능성

∙ 인력·제도·재정의 지속가능성 ④ 3 2 1

∙ 유지·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 등 ④ 3 2 1 

평균 점수(d) 4/4

재정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추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역량 개발이 필요함. 

종합 점수(a+b+c+d) 14점/16점

종합 평가 등급 성공적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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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개요1

1.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다양한 부처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기획협력사업 등 프

로젝트형 사업과 컨설팅, 세미나 등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했다.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진행 중에는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이 종료된 뒤에는 이를 체

계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4년 각 부처와 시행기관이 수행하는 무상원조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와 

사후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국무조정실 2015). 이는 ODA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효과성을 파악하여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또한 이

러한 교훈과 시사점은 후속 사업을 발굴하거나 유사 사업을 기획할 때 환류(feedback) 과

정에 포함함으로써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과 지속가능성(sustain-

ability)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평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작성된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현

재 해마다 전체 사업 수의 10%를 대상으로 각 부처가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농림축산

식품부 역시 2013년부터 해마다 3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하여 종료 혹은 사후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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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고 있다. 1개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한 2012년을 제외하고 2020년까지 모두 

22개의 사업에 대한 종료 및 사후평가가 완료되었다.

2021년에는 2018년에 종료되어 3년이 지나 사업의 중기적 효과, 즉 영향(impacts)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가나 아쿠마단 농촌개발 및 채소단지 관개사업(2015-2018)｣, ｢카메룬 벼재배단지

활용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2014-2018)｣, 그리고 ｢캄보디아 쌀 산업발전을 위한 건조저

장시설 구축사업(2015-2018)｣ 등 3개의 종료 사업이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번호 국가 사 업 명 실시 연도 평가 기관

1 베트남 가공용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사업 2012년 엔디클릭

2 캄보디아 쌀산업 일관체계 구축사업 2013년 한국개발전략연구소

3 DR콩고 츄엔게 농촌종합개발사업 2013년 한국개발전략연구소

4 르완다 농업 및 동물자원 개발사업 2014년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5 가나 농업관개시설 설치 지원사업 2014년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6 베트남 채소계약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종료평가) 2015년 한경대학교

7 미얀마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업 2015년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8 캄보디아 캄폿주 농촌종합개발사업 2016년 충북대학교

9 카메룬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2016년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10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개보수사업 2016년
글로벌발전연구원

농어촌환경기술연구소

11 인도네시아 벼농사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2017년 미래자원연구원

12 모잠비크 영농기술교육시스템 구축사업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 에티오피아 농업용수 개발사업 2017년
글로벌발전연구원

농어촌환경기술연구소

14 몽골 축산물 가공 및 위생관리시스템 지원사업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 베트남 채소계약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 캄보디아 산림복구 및 산림연구시설 구축사업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 라오스 시엥쿠앙 주 관개시설 설치사업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 미얀마 농촌개발 및 영농기술 전수사업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종료평가)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 필리핀 농촌종합개발사업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1 모잠비크 영농기술보급 및 농업생산성 증대사업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르완다 사료생산 및 수확후처리 지원사업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6번, 19번은 종료평가 대상사업이고 나머지는 사후평가임.

자료: 저자 작성.

<표 1-1> 농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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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실시방법

내부평가(Internal Evaluation, Self-Evaluation)

외부평가(External Evaluation, 3rd-party Evaluation)

공동평가(Joint Evaluation)

시기

사전평가(Ex-ante Evaluation)

중간평가(Interim Evaluation)

종료평가(End-of-project Evaluation)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

<표 1-2> 사업 평가의 종류

이 평가는 ｢캄보디아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 사업｣ 종료 후 이 사업의 

사후 중기적 효과 혹은 영향을 파악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예상하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후관리 방안과 후속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과 아울러 유사사업

을 기획, 추진할 때 참고하여야 할 함의와 제언 사항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평가 대상, 종류, 범위

｢캄보디아 쌀 산업발전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사업(2015-2018)｣은 캄보디아의 캄

퐁참(Kampong Cham) 주 바떼이(Batheay) 군에 건조저장시설(Drying and Storage 

Complex: DSC)을 설치하고 관련된 기자재 제공, 초청연수와 현지 역량개발 활동 등을 실

시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파견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관리기관으로는 한국농

어촌공사(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KRC)가 참여하였으며, 캄보디아 측

에서는 농업농촌개발위원회(Council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CARD)가 현지 사업 총괄관리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사업 수행기관은 공개입찰을 거쳐 선

정된 ㈜기홍과 (사)굿파머스이다. 

이 평가는 사업 관리 혹은 수행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하

므로 외부평가(External Evaluation)에 속한다. 아울러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그 

중기적 효과를 파악하는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이다. 또한, 개별적으로 진행된 

ODA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로서,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Project/Programme 

Evaluation), 그 가운데에서도 프로젝트 평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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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대상

정책 및 전략평가(Policy and Strategy Evaluation)

국별 평가(Country Programme Evaluation)

분야별 평가(Sector Evaluation)

주제별 평가(Thematic Evaluation)

형태별 평가(Modality Evaluation)

프로젝트/프로그램 평가(Project/Programme Evaluation)

자료: ODA Korea 웹사이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1)

이 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이 진행된 캄보디아 캄퐁참 주의 바떼이 군을 중심으로 한다. 

한편 평가 대상자의 범위는 사업으로부터 직접 수혜를 받는 바떼이 군 농민들뿐만 아니

라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CARD) 담당자를 포함한다.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제공한 건조

저장시설로부터 건조벼를 사들여 가공하는 인근 미곡처리장 혹은 정미소를 통해서도 이 사

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1) ODA Korea 웹사이트(http://www.odakorea.go.kr/mz.contents.ContsView.do?conts_key=12: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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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2

1. 평가 기준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포함한 ODA 정책 및 사업의 평가에 경제

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5대 평가기준을 적용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정지선 2019).

5대 평가기준은 사업의 적절성(relevance),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이 가운데 적절성, 효율성은 사업이 기

간 내에 수행되는 과정(process)을 주로 평가하고,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은 사업으

로 도출된 성과(performance)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 과정평가 및 성과평가는 논리 모

형(logical framework) 상의 투입물(inputs), 활동(activities), 산출물(outputs), 단기성

과(outcomes), 중장기 성과(impacts)를 기준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과정평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원된 투입물과 활동, 성과평가는 사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단기성과 및 

중장기 성과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 이외에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s)는 사업이 성인지 혹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와 환경(environment)

을 고려하거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며, 특정한 절차나 단계라기보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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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 성과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다음 <그림 2-1>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그림 2-1> 평가기준과 논리 모형 구성 항목, 평가범위의 관계

자료: 허장 외(2019: 3)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구분 평가범위 평가기준 내용

OECD/DAC
5대 평가기준

과정
평가

적절성
(Relevance)

∙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 및 개발필요에 따른 우선순위(priorities), 
수원국 정부 정책에 따른 우선순위, 국제사회의 개발과제와 수원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 정도

효과성
(Efficiency)

∙ 국제개발협력사업에 투입된 자원(규모) 대비 나타난 경제적 성과와 
효율성 평가

효율성
(Effectiveness)

∙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평가하며, 사업 계획 시 
수립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사업의 달성 여부 및 정도를 
평가

성과
평가

영향력
(Impact)

∙ 진행되거나 완료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 대상국 사회, 
경제, 환경 등 다분야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영향 평가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국제개발협력사업 종료 후 사업의 장기적 효과 및 사업 영향의 
지속가능성 평가

범분야
(Cross-cutting)

이슈

과정 및 
성과평가

성인지
(Gender)

∙ 여성의 개발과정 참여 형태, 사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사업이 
성역할 및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환경
(Environment)

∙ 사업이 환경(environment)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자료: 국무조정실(2015)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표 2-1> OECD DAC 5대 평가기준 및 범분야 이슈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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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요약
(Narrative Summary)

객관적 검증지표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입증 수단
(Means of Verification)

주요 가정
(Important 

Assumptions)

■ 상위목적(Overall Goal)

1. 쌀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사업 대상 지역 주민의 

농가 소득 증대

1. 사업 대상 지역 농가 소득 변화 1. 통계자료/설문조사/이해관계자 

면담

∙ 자료의 신뢰

∙ 농가 소득 관련 

외부 요인의 급격한 

변화 없음

■ 사업목표(Purpose)

1. 사업지역 쌀 품질 제고

2. 사업지역 농가 수취가격의 

상승

1-1. 건조벼 품질의 변화

1-2. 건조벼 시장 가격

1-3. DSC의 건조벼 판매량

1-4. 건조벼 품질 만족도(도정시설 

운영자, 농가)

2-1. DSC 활용 농가 수익

2-2. 농가의 이용률

2-3. 농가의 수익 만족도

1-1. 운영결과보고서/이해관계자 

면담

1-2. 운영결과보고서/이해관계자 

면담

1-3. 운영결과보고서/이해관계자 

면담

1-4. 설문조사/이해관계자 면담

2-1. 설문조사

2-2. 운영결과보고서/이해관계자 

면담/설문조사

2-3. 설문조사

∙ 벼 생산을 위한 자연 

(기후 등) 여건 양호

∙ 타 건조시설 및 

도정시설의 적정 

분포(원료곡 확보, 

건조벼 판매를 위한 

시설간 경쟁에서의 

급격한 변화 없음)

∙ 시설가동을 위한 

연료(왕겨 등) 

확보가 원활

■ 산출물(Outputs)

1. DSC: 건축물과 내부설비

1-1. DSC 건축물 및 내부설비 제공 

여부

1-1. 현지답사/운영결과보고서/ 

이해관계자 면담

∙ 캄보디아 정부의 

사업 물품에 대한 

<표 2-2>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ePDM

2. 평가 논리모형과 매트릭스

2.1. 평가 논리모형(ePDM)

이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위하여 평가용 PDM, 즉 ePDM(Project Design Matrix 

for Evaluation)를 작성하였다. 원래 PDM은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작성되는 것이며, 사

후평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투입과 활동에 따른 사업목표(purpose), 상위목적

(goal) 달성 여부를 중기성과(outcomes 혹은 impacts), 장기성과(sustainability)를 통

해 판단하기 위한 도구(tool)로 쓰인다. PDM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과 관련된 대

내외 여건과 현장 상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사전조사를 하여야 하고,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자 하는 중장기 모습에 대한 구체적 목표치(targets)를 대상국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설정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PDM이 포함된 기획보고서 등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서, 편의상 사후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ePDM을 평가팀에서 작성, 평가에 활용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아래 <표 2-2>는 이 사업에 대한 ePDM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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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요약
(Narrative Summary)

객관적 검증지표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입증 수단
(Means of Verification)

주요 가정
(Important 

Assumptions)

2. 전문가 파견(4개 분야)

3. 기자재 지원: 운송 및 

사무기기

4.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초청연수

5. 현지 역량강화

1-2. DSC 내부설비의 작동 현황

2-1. 전문가 활동 실적(파견 기간, 

활동 내역)

3-1. 기자재 활용 현황

4-1. 초청연수 실시 실적

5-1. 현지 역량강화 활동별 실적 

(시범운영, 현지 교육, 현지 

워크숍)

1-2. 현지답사/운영결과보고서/ 

이해관계자 면담

2-1. 사업결과보고서

3-1. 현지답사/운영결과보고서/ 

이해관계자 면담

4-1. 사업결과보고서

5-1. 사업결과보고서

면세 및 통관 등 

협조

■ 활동(Activities)

1. 건조저장시설(DSC) 구축

  1-1. 건조저장센터 2,195㎡: 반입건조동 1,005㎡, 

평창고 540㎡ 및 450㎡ 각 1동(저장능력 최대 

1,200톤), 사무동 100㎡, 관리동 100㎡ 

  1-2. 내부설비: 반입시설(조선기, 호퍼스케일, 집진시설 

등) 처리능력 20톤/시간, 건조시설(순환식 건조기, 

왕겨연소로 등) 건조능력 80톤/일

2. 전문가 파견 총 35개월

  2-1. DSC건축 14개월

  2-2. 수확후관리 13개월

  2-3. 컨설팅 4개월

  2-4. DSC 건축보조 4개월

3. 기자재 지원

  3-1. 운송차량: 화물트럭, 픽업트럭, SUV 차량, 지게차 각 

1대

  3-2. 사무기기: 데스크탑 2대, 노트북 2대, 복사기, 프린터

4. 초청연수

  4-1. 1회, 7인, 5일

5. 현지 역량강화

  5-1. 시범운영

  5-2. 현지 교육

  5-3. 현지 워크숍

■ 투입(Inputs) 

1. 한국 측

 1) 사업총괄: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비 2,962,991,500원, 사업 기간 

3년 5월(2015.7.27.~2018.12.10.) 

 2) 사업시행(PMC): ㈜기홍·(사)굿파머스

  - 사업관리, 사업 진행, 기자재 지원, 

초청연수 진행 및 워크숍 개최

2. 캄보디아 측

 1) 캄보디아 농업농촌개발위원회 

(CARD)

  - 사업관리, 사업부지 제공, 사업 행정 

지원, 전문가 파견 관련 활동지원, 사업 

관련 인허가, 기자재 면세, 통관 등

■ 전제조건 

(Preconditions)

∙ 캄보디아 사업 관련 

기관(CARD, 중앙· 

지방정부)의 협조 

(사업부지 및 사무실 

등 편의 제공, 사업 

물품에 대한 면세 

및 통관 등)

자료: 저자 작성.

ePDM을 실제로 평가에 반영할 때에는 5대 평가기준별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항목

별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을 설정하거나 평가지표를 만들게 된다. 평가지표는 다시 이

를 질문의 형태로 표시하는데, 항목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 따라 측정하기 위하여 복수의 질

문이 나올 수 있다.

아래 <표 2-3>은 ePDM의 내용을 5대 기준에 따라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평가 매트릭

스이다. 지표 혹은 질문별로 이를 측정하거나 관련된 응답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의 출처, 그리고 자료의 수집 방법도 표시하였다. 이 평가 매트릭스는 관련 공무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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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범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측정 지표 평가 질문 조사방법

과정
평가

적절성

정책 및 
전략의 적절성

관련 정책 및 
전략과의 일치성

대상국 국가개발전략 및 농업발전 전략계획과의 부합 
여부

문헌조사,
면담조사

우리나라의 ODA정책 및 대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에 부합 여부

국제개발 목표 및 
우선순위 부합도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부합 여부

사업 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사업 발굴 및 선정 과정
문헌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

 사업 계획과 내용의 일관성

지역선정의 적절성
지역, 주민 수요의 반영 여부

사업대상지역의 적합성

사업 수행 
과정의 적절성

사업 시행계획 수립 
과정의 적절성

사업 발굴과 사업 선정 과정, 협의 및 설계 과정의 
적절성 문헌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투입전문가 선정의 

적절성
파견 전문가의 선정 과정과 활동의 적절성

효율성

계획 대비 예산 
및 사업 기간의 

효율성

예산집행 및 
사업기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 여부
문헌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일정 준수 여부

투입대비 
사업산출물 

결과
사업 산출물

시행계획 대비 실제 투입(인력, 예산, 시간 등)과 
산출물의 달성의 효율성

문헌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성과
평가

효과성

사업의 
단기효과
(사업 계획 

대비 산출물)

건축물: 
건조저장센터 및 

내부설비
계획대로 조성 여부, 활용 정도, 만족도

문헌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기자재
(SUV, 픽업, 트럭, 
지게차, 사무기기)

계획대로 조성 여부, 활용 정도, 만족도

기타: 종묘장 계획대로 조성 여부, 활용 정도, 만족도

사업의 
중기 효과
(사업 목표 
달성도)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가치사슬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품질, 생산성 개선
문헌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

지역(바떼이 군) 농가의 소득 변동

사업 성과의 타지역 확대/확산

영향력

장기성과 
달성 가능성

가치사슬 체계 개선
캄보디아 국가 전체의 수확후 관리와 가치사슬 개선 
기여 문헌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사업의 

파급효과
제도 변화/
발전 기여도

관련 제도 등 개선 기여

전문가, 지역 주민, 사업 수행기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초점집단 조사, 설문

조사 등에 점검표 혹은 질문 문항 작성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2-3> 과정평가 및 성과평가의 평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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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범위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측정 지표 평가 질문 조사방법

지속
가능성

운영 
지속가능성

자체 운영 능력

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

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인적 역량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속적 지원

제도적 안정성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한 정책 혹은 제도

재정적 자립 능력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상태와 역량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사후관리 체계구축 

시설 및 설비의 유지, 관리

정부, 운영주체 간의 적절한 의사결정 시스템

지원된 시설 및 설비의 유지보수 대책과 재원 확보 
계획

사업모델의 구축 적절한 사업모델의 구축

과정/
성과
평가

범분야 
이슈

성 주류화
직접수혜자 중 

여성 참여
여성도 시설물과 기자재 활용의 수혜자

문헌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

환경영향 환경에의 영향
사업으로 인한 자연 훼손 발생 면담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환경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

자료: 저자 작성.

3. 평가 일정 및 추진 일정

이 평가의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문헌조사, 사업 수행기

관((주)기홍)의 사업책임자(PM) 면담, 평가용 PDM 및 평가 매트릭스 작성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현지조사에 쓰일 각종 조사표(점검표, 설문조사표 등)를 작성하고 완성

하였다. 하반기에는 현지조사를 수행할 기관(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교, 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 RUA)을 선정하고 조사일정, 연구진 구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아울

러 이 기관이 사업지구를 방문하여 시설, 장비 점검(비디오 촬영 포함),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사업 참여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국내 연

구진에게 제출하였다.

2022년 3월 24일에는 결과보고회 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 겸 간담회에는 농식

품부 담당부서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유관 부서 전문가들이 참석,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환류 절차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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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세부 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평가기획 및 설계 ▶ ▶ ▶ ▶

국내조사(문헌조사) ▶ ▶ ▶ ▶ ▶ ▶ ▶

국내면담(사업책임자) ▶

평가 PDM/프레임워크 ▶ ▶ ▶ ▶ ▶

현지조사 ▶ ▶ ▶

설문조사 ▶ ▶

현지조사 결과분석 ▶ ▶ ▶

평가간담회(국내) ▶

최종보고서 작성 ▶ ▶ ▶

보고서 제출 ▶

자료: 저자 작성.

<표 2-4> 사후평가 추진 일정

이 평가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되었다. 우선 첫 단계로, 평가팀을 구성하였다. 아울

러 현지에서 자료수집과 조사를 담당할 현지 컨설턴트의 요건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수집

된 사업 결과보고서 등 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캄보디아 국가전략 등 관련된 문헌의 조사, 평가 프레임워크(ePDM과 매

트릭스) 작성, 그리고 평가를 위한 1차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국내 이해관계자 

면담, 설문조사 및 현지조사 진행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수집된 1차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정리하고, 사업 관련 정부부처인 농림축

산식품부, 사업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이를 공유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대략

적인 사후관리 방안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밑그림이 나오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분석결과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의 작성, 완성 단

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평가 결과를 영문으로 요약하여 사업 대상국 정

부에 송부하는 등 국내외에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절차로, 이로써 모든 평가절차가 완료된다.



12   ❙

평가 단계 평가방법 세부내용 평가일정

1단계
평가팀 구성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원내/원외/현지 컨설턴트 등 평가팀 구성 ’21.03~4

사업내용 검토 ∙ 사업내용 분석, 평가일정 설계, 사업 문건 관련 사전 협조 요청 ’21.03~4

2단계

문헌조사
∙ 사업의 타당성/착수/결과 보고서를 통한 문헌조사 실시
∙ 한국과 캄보디아 국가 개발 전략 및 계획 관련 문헌조사 실시

’21.03~5

평가 프레임워크 
∙ OECD DAC 평가기준에 맞춰 사업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 각 질문별 응답대상을 표기하여 설문조사지 작성

’21.03~6

이해관계자 면담 ∙ 평가 프레임워크 및 문헌조사를 통해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면담 추진 ’21.07

설문조사
∙ 사업 직·간접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

’21.09~11

사업대상지역 방문

∙ 사업대상지 방문 및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면담(정부 관계자 및 사업 
참여자 등)

∙ 평가 프레임워크, 설문조사 결과, 준비된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면담 
진행

’21.09~11

3단계 평가 간담회
∙ 사업 평가 관련 정부부처, 사업 관리 기관 및 평가팀과의 사후 평가 

결과 공유
’22.3

4단계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 결과 및 평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 작성 ’22.1~3

5단계 평가보고서 공유 ∙ 최종 유인된 보고서 제출, 평가 결과 공유 ’22.3~

자료: 저자 작성.

<표 2-5> 평가수행 절차

4. 평가팀 구성

평가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평가책임자 1인, 연구원 1인, 연구조원 1인으로 구성하였

다. 현지조사의 정확성 및 전문성을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왕립농업대학교(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 RUA)가 참여하였다.



평가 방법❙   13

한국 

↔
협력

캄보디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캄보디아 농업농촌개발부(CARD), 
농림수산부(MAFF) 및 지방정부,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교(RUA)

허장 선임연구위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Sok Silo
캄보디아 농업농촌개발부(CARD)

∙ 평가사업 총괄
∙ 평가기획, 결과 분석

∙ 현지조사 기관 추천, 조사 협조

박성진 연구위원
농산업혁신연구부

캄보디아 캄퐁참 주, 바떼이 군

∙ 초점집단 면담조사표 개발
∙ 효과성, 효율성 분석

∙ 사업지구 현황 자료 등 협조, 조사 협조

김혜빈 연구조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Kong Thong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교(RUA)

∙ 자료수집, 기록, 정리 ∙ 현지조사 실시, 결과 분석

<그림 2-2> 평가팀 구성 및 업무 분장

자료: 저자 작성.

5. 평가 방법

5.1. 국내 조사

국내에서는 문헌조사 및 사업책임자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사업추진 당

시 캄보디아의 국가발전전략인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2014~2018 국가전

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그리고 농업부문 전략인 

「농업전략개발계획(Agriculture Strategic Development Plan: ASDP), 2014~2018)」 

등을 검토하였다.

사업의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한 ㈜기홍과 (사)굿파머스의 사업수행계획

서(2016.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홍과 (사)굿파머스의 사업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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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홍과 (사)굿파머스의 사업실적보고서의 

최종보고서(2018.12) 등의 검토도 진행되었다. 아울러 2017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주

관으로 진행된 현장점검의 결과보고서(2017.8)도 활용되었다. 우리나라 국무조정실 주관

으로 수립된 캄보디아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의 내

용도 검토하였다.

사업수행기관이었던 ㈜기홍의 사업책임자(PM)와 면담을 통해 추진경과와 사업종료 당

시의 결과 및 성과를 파악하였다. 즉, 시설과 장비의 상태, 사업진행 과정과 시설의 운영, 

캄보디아 측 사업 담당자의 역할 등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조사방법 대상 조사 목적

문헌조사

∙ 사업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사업실적보고서, 
최종보고서), 현장점검 보고서

∙ 사업 관련 캄보디아 국가전략, 부문전략
∙ 우리나라 캄보디아 국가파트너십전략(CPS)

∙ OECD DAC 5대 평가기준(특히 적절성) 
부합 여부

∙ 이해관계자 면담 조사 및 현지 설문조사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이해관계자 
면담 조사

∙ 사업수행 책임자(PM) 
‒ ㈜기홍

∙ OECD DAC 5대 평가기준 부합 여부
∙ 현지 점검, 면담, 설문 등 각종 조사표, 

점검표 등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 기타 정보 수집

자료: 저자 작성.

<표 2-6> 국내조사 개요

5.2. 현지 조사

코로나19로 국내 연구진의 현지조사를 위한 출장이 불가능하여, 현지에서 사업지로 이

동하여 점검, 면담, 설문 등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할 현지 기관을 선정하였다. 프놈펜에 위

치한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RUA)의 농공학 대학 학장(Dean of Faculty of Agro- 

Industry) 교수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RUA와의 조사업무 위탁 계약기간은 약 2.5

개월(2021.9.13.~11.22)이나 실제로 현장 조사 등 일부 업무는 기관간 양해 아래 계약기

간 이전인 2021년 8월에 이루어졌다. 

위탁업무는 크게 문헌 리뷰, 현장 방문, 심층 면담(이해관계자, 시설 운영자), 설문조사, 

번역, 보고서 작성 등으로 나누었다. 각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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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위탁업무 세부 내용

업무 KREI 담당 위탁기관 담당

문헌 리뷰 -
∙ 쌀 건조저장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프로그램 문서와 유사한 

타 공여기관의 사업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제출

현장 방문 점검표 작성
∙ 점검표에 입각하여 DSC 및 장비, 차량, 사무기기 등에 대한 현장 점검, 현재 

상태에 대한 기록,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심층면담
(이해관계자)

조사표 초안 작성
∙ 조사표 완성
∙ CARD, 농림수산부, 지방정부, 시설 관리자 등 사업의 기획, 수행, 모니터링 

등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 수행

심층면담
(시설 운영자)

조사표 작성
∙ 가공실적, 재정현황 등을 포함하여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DSC 관리, 

운영자와의 면담 수행

설문조사 조사표 초안 작성
∙ 조사표 완성(필요시 크메르 어로 번역)
∙ 수혜자, 비수혜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조사대상자 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번역 -
∙ 주관식 응답내용은 영어로 번역
∙ 평가와 관련된 문서의 번역

보고서 작성 -
∙ 수집된 정보에 근거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1차 빈도표 작성, 피조사자 응답 태도 

및 사업 자체에 대한 조사자 코멘트 기록, 보완 혹은 후속 사업에 대한 제언 작성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조사 대상자별로 대면 면접 혹은 본인 기입 등 조사 방법을 달리하였고, 조사표나 

점검표의 언어도 영어, 크메르어, 한국어 등을 적절히 설정하였다. 아울러 대상 인원을 결

정하고, 조사표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식 혹은 주관식으로 작성하였다. 시설이

나 운영 등의 현황을 점검하는 경우 구조화된 조사표보다는 점검표로 조사하였다. 조사 대

상자별 조사 방법, 언어, 대상 인원, 조사표 종류 등은 다음 <표 2-8>과 같다.

No. 조사 대상자 자료 수집 방법 언어 조사 대상 인원 조사표

1 중앙정부 대면 면접 영어 CARD, MAFF 각 1인 객관식

2 주정부 대면 면접 영어/크메르어 4인 (캄퐁참주) 객관식

3 군정부 대면 면접 영어/크메르어 2인 (바떼이 군) 객관식

4 조합 대면 면접 크메르어 3인 (조합장, 직원 2인) 객관식

5 주민(조합원) 대면 면접 크메르어 25인 객관식

6 주민(비조합원) 대면 면접 크메르어 26인 객관식

7 사업수행 책임자(PM) 대면 면접 한국어 1인 주관식

8 시설 점검 현장 관찰 영어/크메르어 (시설 및 장비) 점검표

9 조합(재정관련) 대면 면접 크메르어 3인 (조합장, 직원) 점검표

10 정미업자 대면 면접 크메르어 4인 점검표

11 조합, 주민(수혜자) 대면 면접 크메르어 조합 4인, 주민 6인 주관식

자료: 저자 작성.

<표 2-8> 조사 대상자별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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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이 사업의 기획부터 함께 한 CARD 고위 공무원과 농림수산부(MAFF)의 차

관보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통해 의견을 조사하였다. 캄퐁참 주 및 바떼이 군 정부에서는 농

업담당자 각 2명, 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조사는 각 1시간 정도에 걸쳐 대면으

로 진행되었다.

농업개발조합에서는 조합장과 부조합장, 재무담당자 등 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합원 농민들은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바떼이 군에 거주하며 이 

가운데 3명은 바떼이 군 내 바떼이 면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남성 15명, 여

성 10명이 응답하였다. 비교를 위해 비조합원 농민 26명을 대상으로도 조사하였는데, 모

두 바떼이 군에 거주하며 남성 9명, 여성 17명이 응답하였다. 조합원 농가의 경작면적은 

최소 1.2ha에서 최대 10ha까지였으며, 평균 경작면적은 3.7ha이다. 비조합원 농가의 경

작면적은 최소 1ha에서 최대 10ha까지였으며, 평균 경작면적은 4.3ha이어서 조합원 농

가에 비해 약간 많았다. 대상자당 설문조사 시간은 조합원 농민 30분, 비조합원 농민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조합의 운영에 대해서는 조합장, 직원들 3명을 대상으로 건조기, 창고의 운영기간, 건조

량과 이용자 수, 수입과 지출에 따른 수익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이 사업장 

인근에 있는 정미소(miller) 4곳을 방문하여 건조벼 구입량, 구입가격, 이 사업 건조기에서

의 건조벼의 품질 등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 중 3곳은 바떼이 군에 

소재하며 1곳은 프놈펜 외곽의 프렉 프노브(Prek Pnov) 군에 위치한다.

한편 이 밖에도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4명, 농민 조합원 6명 등 두 그룹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개

진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평가에 활용하였다. 그룹별로 2시간 정도씩 진행되었다.

사업수행 책임자(PM)를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21년 7월 사업의 배

경과 진행 상황, 성과, 운영, 애로사항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질문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공된 건조시설과 창고, 각종 장비 등에 대해서는 위탁기관(RUA)으로 하여금 구조물, 

내부 시설, 차량과 사무기기, 기타 등으로 나누어 현재 상태(condition), 유지관리 빈도

(maintenance), 활용 정도(frequency of utilization)를 현지 방문을 통해 점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현장 점검 시 

주요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동영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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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PM)에게 보내 의견을 수집하였고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사업 참여자도 현장을 방

문, 현재 상태에 대한 의견을 보내오도록 하는 등 삼각측량법(triangulation)을 시도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대상자별 설문지, 점검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6. 평가 수행과정에서의 한계점

이 평가는 사업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수행기관인 ㈜기홍과 사업책임자(PM), 

그리고 대상 지역의 중앙정부, 현지 조사를 위한 기관(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 연구진 등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수행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업의 기획과 관련한 주요 문서, 즉 기획보고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등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더욱 큰 

어려움은 사업 착수 당시의 쌀 생산, 가공, 판매 등에 관한 현황과 주요 시설, 장비 등에 관

한 수요 등 기초적 조사 결과를 평가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최종보고 시점에

서는 종료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초선 조사와 종료선 조사 결과의 비교

를 통한 사업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성과관리틀, 즉 PDM은 사후에 평

가를 위한 분석틀(ePDM)을 작성하여 활용하게 되었다. 이는 사업을 계기로 대상 지역의 

사회, 경제적 상태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제약이 되었다. 

둘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평가 연구팀의 현지 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현지 조사기관

에 위탁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지 조사기관이 평가 연구팀이 제공한 각종 점검표, 조사

표로 광범위하게 조사를 수행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1차 분석한 결과를 보내 이를 만회하도

록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빠지거나 질문의 의도를 오해하는 경우, 일관성

이 없는 결과 등에 대해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고, 평가 연구팀이 더 깊이 있고 순발력 있게 

추가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또한 여

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통계와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삼각측량법(triangulation)을 

충분하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설과 장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촬

영한 동영상 파일을 국내에 거주하는 사업책임자(PM)에게 전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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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현지 조사기관이 보내온 보고내용과 비교함으로써 이중 점검(double check)

을 하는 등 최대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업책임자가 작성한 의견서를 참고하는 경우 평가의 객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없

애기 위해, 의견서는 시설, 장비 등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의견에 대해 작성한 내용에 국한하

여 참고하였다. 아울러 사업책임자로 하여금 사후관리, 후속 사업 등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

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평가 연구팀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본 평가에서의 제언 부분

에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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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분석3

1. 평가 대상 지역 개요

1.1. 일반 및 농업 현황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은 2019년 인구가 

1,555만 명으로, 전체의 약 76%는 농촌에 거주한다. 중위 연령은 27세이다. 도시인구 비

율은 2008년 19.5%에서 2019년 39.4%로 크게 늘었다. 2018년 경제성장률은 7.5%, 

2019년 7.1%에 도달할 정도로 최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5

년 저소득국에서 중저소득국으로 지위가 격상하였다(이태영 외 2021: 106). 

1인당 GDP는 1,621달러이며(2019년), 경제성장률은 2016년 이후 7%대로 비교적 높

다. 농업부문은 2018년 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산업구조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농업

이 각각 42%, 33%, 25%정도이다(조선미·허장 2020: 3). 

농지 면적은 556만 6,000ha(국토의 31%)이며, 경작지 391만 1,000ha, 목초지 150만 

ha, 영년생 식물 토지 15만 5,000ha 등으로 구성된다. 톤레삽(Tonle Sap) 호수 주변 지

역과 메콩강 연안 및 하류 지역의 토지는 잦은 홍수로 유기물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비옥하

다(조선미·허장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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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쌀, 카사바, 옥수수, 대두, 망고, 고무 등이다. 벼는 2019년 310

만 ha에서 생산된다(조선미·허장 2020: 4). 대부분 이웃 나라인 베트남, 태국 등으로 물벼 

상태에서 밀수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식 통계에서 파악되는 도정 후 쌀 수출량은 캄보디

아가 2015년까지 100만 톤을 수출하겠다고 설정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MAFF, 2013: 9). 

그러나 농업분야는 빠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① 제한된 토지 확장 ② 낮은 농업 생산

성 ③ 기후변화 ④ 농식품 가공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 부족 등 여러 제약 요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즉, 곡물 생산에서 ① 종자 품질의 저위 ② 농업기술의 낙후 ③ 농업 투입

재 품질의 저위 ④ 기계화 부족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벼농사, 채소, 닭고기, 양

어 등을 통한 안정된 식량 공급 체계 구축과 농산물 시장 연계를 통한 소득 개선이 필요하

다(이태영 외 2021: 110~111). 

1.2. 국가개발전략 및 농업개발 정책

1.2.1. 사각전략(RS)과 국가개발전략(NSDP)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은 캄보디아의 모든 부문별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

는 최고 국가전략이다. 평가대상 사업이 추진될 당시에는 3단계 사각전략이 2014~2018

년을 사업기간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제3차 사각전략은 부패척결, 사법제도 개혁, 공공행

정개혁, 국방제도 개혁 등 4대 국정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화, 정치적 안

정, 안보 및 사회질서, 개발 파트너십 확보, 캄보디아 지역 및 국제적 통합 및 우호적인 거

시경제, 금융 환경 조성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사각전략의 4대 전략목표는 성장(growth), 

고용(employment), 형평(equity), 효율(efficiency)이다. 매년 7%대의 경제성장을 이루

겠다고 하는 목표치도 제시되었다(허장 외 2017: 75). 

4대 전략목표 가운데 성장과 관련해서는 다시 농업부문 발전, 물적 인프라 재건 및 건설, 

민간부문 발전 및 고용촉진, 역량개발 및 인적자원 개발 등의 네 개의 하위 전략분야도 제

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농업부문 발전에서는 농업 생산성 증진 및 다각화, 수산업 개혁, 임

업 개혁, 토지개혁 및 지뢰 제거 등이 세부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농업생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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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화, 상업화를 통해 농업분야 연평균 성장률 5%를 이룩하겠다고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정보의 제공과 같은 지도 보급 서비스 확대를 통한 벼 생산성 제고, 우수한 품질의 종

자 생산과 보급, 관개 인프라 시설 투자, 수집 및 저장 시설의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에 초

점을 맞추겠다고 제시하였다(허장 외 2017: 75~76).

한편 ｢국가전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2014-2018｣
은 제3차 사각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인데, 사각전략 실행을 지원하는 5개년 전략 목

표, 즉 2018년까지 빈곤율을 15%까지 감축시키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NSDP에 포

함되어 있는 농업부문의 발전전략은 농업의 생산성 증진과 다각화인데, 특히 쌀 수출 확대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부문 강화전략으로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가 수행

해야 할 방향은 ① 식량 안보 보장, ② 농산품의 안전 및 품질 관리, ③ 농업생산성 및 농업 

다각화 장려, ④ 부가가치 농업을 통한 농민들의 소득증가로 빈곤 해결, ⑤ 농산품을 위한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이다(허장 외 2017: 78).

1.2.2. 농업정책

｢농업전략개발계획(Agriculture Strategic Development Plan: ASDP) 2014~2018)｣
은 사각전략의 목표에 따라 연간 농업성장률 3~5% 달성을 위해 다섯 가지의 중점추진 프

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업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공공재정개혁계

획(Public Financial Reform Programme) 속에 포함됨으로써 캄보디아 국가예산 및 외

국으로부터의 재정을 우선 배정하게 된다. 중점 추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허장 외 

2017: 80).

• 프로그램 1: 농업의 생산성 증대, 다각화 및 상업화. 이를 통해 모든 작물의 생산성을 연

간 10%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프로그램 2: 축산물 생산과 가축 건강 촉진. 축산물 생산성은 연간 3%까지 증가시킨다. 

• 프로그램 3: 제도적 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증대, 인적자원 개발

• 프로그램 4: 수산 자원의 안정적인 관리

• 프로그램 5: 산림 및 야생 자원의 안정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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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결 과제 정책 방안

쌀 생산성 제고

단기 대책
수량이 높은 품종과 
현대적인 농업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성을 향상

∙ 쌀 종자, 비료, 농자재, 농기계에 대한 수입 통관 절차 개선

∙ 농재료 및 장비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금 우대정책 지속적 시행

∙ 지방의 종자 생산자 및 공급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1. 2010 년 말까지 홍보 및 확산을 위한 우선 순위 쌀 품종 결정 및 법적 틀과 메커니즘 

수립
2. 캄보디아 농업연구개발원(CARDI) 농업시험장, 농업개발센터, 종자생산연구 및 

기술훈련센터의 능력강화 
3.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 체계의 재검토

중장기 
대책

생산성 개선 및 작물 집약화

4. 구체적 조치가 담겨져 있는 장기(10-20년) 수자원 관리계획 수립

5. 농업발전 조직과 센터의 재건에 대한 투자 확대; 연구개발을 지원; 농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전

6. 면단위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 확대

농민 조직화 촉진 및 수립 7. 농민 조직화를 지원할 계획 수립

<표 3-1> 쌀 수출 촉진에 관한 실행계획

1.2.3. 쌀 수출 촉진 정책

쌀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2011년에 발표한 ｢벼 생산과 수출 촉진에 관한 정책서(Policy 

Paper on the Promotion of Production and Rice Export)｣가 있다. 이 정책 문서는 

쌀 생산성 증대, 품질향상, 상업화를 통해 국제 미곡시장에서 캄보디아를 새롭게 인식시키

고, 주요 쌀 수출국가로 만드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전략적으로는 “쌀 집약화를 통한 생

산성 제고, 쌀 수출을 촉진하게 될 가공과 무역 확대, 세계 시장으로의 확장을 통해 부가가

치를 높이고 국가의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에 특별히 고려하면서 지역의 고용을 

늘리며, 결과적으로 국가경제 성장과 캄보디아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

도록” 벼 생산과 국제시장으로의 쌀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를 주요 쌀 수출국(‘Rice Basket’)으로 변화시키고자 2015년까지 

400만 톤 이상의 잉여 벼를 생산하고 최소한 100만 톤의 쌀을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MAFF, 2013: 9). 

이 정책 문서의 실행계획서는 ① 쌀 생산성 제고, ② 벼 수집 및 가공, ③ 수출 확대, ④ 마

케팅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해결과제를 단기,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2010

년부터 RPC를 점차적으로 도입하고 2015년부터는 차관 사업을 통해 건조저장시설 도입

을 추진하고자 하였다((주)기홍 외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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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결 과제 정책 방안

8.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부금을 효과적으로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농민과 농업 
협동조직체의 역량을 강화

농지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한 정책의 집행을 촉진

9. 토지사용 구획화와 농민에 대한 정보의 광범위한 제공

10. 농지사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 작성

11. 토지이용도 개발의 기초로서 10년마다 전국 농업센서스 수행

12. 농업협동조합에 관한 법률과 계약농업에 관한 시행령 초안 작성

벼 수집 및 가공

중장기 
대책

“개방 벼 시장(Open 
Paddy Market)” 시행

13. 개방 벼 시장의 개념을 농민 조직체에 확산시키고 시장지향형 쌀 생산을 위한 
계약농업, 계량, 건조 서비스, 벼 담보 프로그램, 고품질 종자와 비료와 같은 연관 
활동을 소개

수출 확대

단기 대책

교역 촉진, 비공식적 수수료 
감축, 불법적 검사소 단속

14. 수출 신청에 필요한 검사, 필수 문서 작성, 수수료, 소요시간 등에서의 절차를 
명확히 함. 수출관련 기관들 사이의 역할을 뚜렷하게 규정. 비공식적 지불과 시간 
허비 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통해 쌀 수출을 최우선으로 고려

수출용 가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15. 수출용 가공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수립, SPS 소독, 등급, 품질, 계량, 중량 
측정, 세관 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등급 
및 품질기준 제정

16.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캄보디아 쌀 품질기준 수립, 필요한 기준 시행을 위한 
기술적 역량개발

중장기 
대책

SPS 기준을 고려하여 
전략적, 법적 틀 제정

17. SPS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 제정, 법률 집행력 강화, 관련기관들 사이에 뚜렷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공통의 SPS 전략 수립, 농림수산부와 기타 기관들의 
SPS 검역을 위한 역량 및 인프라 강화

마케팅

단기 대책

벼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18. 지역 및 국제 쌀 시장에 관한 정보제공과 분석을 담당할 쌀 시장정보 기구 설치

관련자에게 벼 시장정보 
제공

19. 생산, 가공, 수출, 교역을 촉진시키도록 시장정보체계를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

중장기 
대책

지역 및 국제시장 경쟁력 
제고

20. 국제시장에서의 캄보디아의 위치에 대한 전략적 목표의 수립, 새로운 시장개척과 
쌀 판매를 위한 협상 추진, 생산자와 수출업자에게 시장정보 제공, 시장개척 
담당자에 대한 역량개발

자료: MAFF(2011). 

그러나 2015년까지 100만 톤을 수출하려는 목표는 결과적으로 도정 설비와 자금의 부

족으로 달성하지 못하였다(허장 외 2017: 74). 그렇지만 캄보디아가 쌀 생산성 증대와 수

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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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가대상 지역 현황

1.3.1. 일반현황

DSC가 설치된 캄퐁참의 바떼이 군은 사업이 종료된 시점(2018년) 전후로 12개의 코뮨

(commune)과 80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25,911가구에 118,000명의 인구를 가지

고 있다. 이 가운데 농가는 22,024가구이며, 바떼이 군의 90% 이상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외 2018: 21).

1.3.2. 농업현황

바떼이 군 내 벼 재배 면적은 37,536ha로서, 연간 총 생산량 142,256톤 중 농가 소비량

은 18.4%(26,256톤)이며, 도정 처리되는 양은 55.6%(79,051톤)에 불과하다. 주 생산 종

자는 IR66, IR504(85), Raingchey, Senpidor, Phkarrumdoul 등이다. 영농 방법은 직

파, 모내기, 기계화로 다양하나 농기계 보급률이 낮아 주로 직파 및 모심기 방법을 활용한

다. 수확 시기는 ① 조생종 8-9월, ② 우기벼 10-2월, ③ 건기벼 2-4월 등으로 3기작까지 

가능하나 이 지역에서는 대체로 2기작만 한다. 농민들은 대개 물벼 상태로 판매하거나 아

스팔트, 콘크리트 바닥에서 천일건조하고 있는데 우기에는 건조 면적과 기간이 짧아 건조

벼의 품질이 떨어진다(농림축산식품부 외 2018: 22).

2. 평가 대상 사업

2.1.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농식품부 지원으로 2010~2012 기간에 약 23억 원의 사업비로 「캄보디아 

쌀 산업 일관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당시 사업지구는 반테이 미옌체이

(Banteay Mean Chey) 주에 소재하였다. 이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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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저장시설 관련 사업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시설 및 기자재 제공과 현지 역량강화 및 시

설물 시범운영 지원을 통해 쌀 산업 지원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4.3.18.~3.22.(5일간): 캄보디아 농업 관련 부처 수요협의 실시(농업농촌개발위원

회, 농림수산부, 농촌개발부)

• 2014.3.19., 10.27.: 관계기관 협의(주캄보디아 대사관 및 EDCF, KOICA, KOTRA 등)

• 2014.10.26.~11.1.(7일간): 타당성조사 실시(한국농어촌공사)

<그림 3-1> 사업대상지(캄퐁참 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외(2018: 21).

2.2. 사업 대상 지역의 선정

이 사업의 대상지는 캄퐁참 주 바떼이 군 바떼이 코뮨의 바떼이 마을로, 프놈펜 6번 국도 

시작점에서 5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6번 국도를 따라 자동차로 약 50분의 시간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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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바떼이 군청으로부터는 1.1km 외곽이어서 매우 가깝다. 따라서 교통 여건은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사업지는 최종 선정된 지역과 동일한 군 내 삼보우르(Sambour) 코뮨이었으나 정

부 소유지(government possession land)가 아닌 마을 소유지(community land)이어

서 캄보디아 측의 요청에 따라 인근지역인 현 사업 대상 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대상지 변경

에 따라 당초 계획(1ha)보다 부지면적과 성토면적이 약간 늘어 각각 1.54ha, 1.21ha가 되

었다. 대상지역은 도로보다 낮아 논과 일부 침수 구역이 교차하기 때문에 성토가 필수적이

었다(농림축산식품부 외 2018: 36~37, 62; ㈜기홍 외 2016: 2).

<그림 3-2> 캄보디아의 지대 구분

자료: 성명환(2014: 10).

사업대상지가 속한 캄퐁참 주는 평야지역에 속하여 벼가 주 재배작물인 곳이어서 적절한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의 벼 수확후 가공 및 판매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0

톤 이상의 벼를 생산하는 대농의 경우 대체로 직접 건조저장시설에서 건조한 뒤 정미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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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정하거나 상인(traders)에게 물벼 상태로 판매한다. 일부는 건조저장시설에서 건조한 

벼를 상인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10톤 내외의 벼를 생산하는 소농은 물벼 양이 많지 않아 

건조기를 사용하기 어렵고 마을을 순회하는 수집상(collection agent) 혹은 상인에게 물

벼 상태로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상인들은 건조기에서 건조

된 벼를 정미소에서 도정하거나 인근 베트남으로 반출, 판매하며, 가격 조건에 따라서는 그

냥 물벼 상태로 건조시설을 갖춘 정미소 혹은 베트남 상인에게 판매한다.

건조저장시설

상인
수집상소농

대농

소규모
정미소

대규모
정미소

베트남

건조벼 물벼

<그림 3-3> 벼 수확후 가치사슬

자료: 저자 작성.

2.3. 사업 개요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반입 건조동과 평창고 2개동, 사무동, 관리동으로 구성된 건조저장

센터, 조선기, 호퍼스케일, 집진시설, 건조기 등의 내부설비, 화물트럭, 픽업트럭, SUV 차

량, 지게차, 사무기기 등 기자재 지원, 건축과 수확후 관리, 컨설팅 등에 관련된 전문가 파

견(총 35개월), 캄보디아 정부 관리자 7명에 대한 5일간의 초청연수, 그리고 시설에 대한 

시범운영과 현지 교육, 현지 워크숍 등 현지 관련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활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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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시설구축: 건축물
∙ 건조저장센터 2,195㎡ - 반입건조동 1,005㎡, 평창고 540㎡×1동, 450㎡×1동, 

사무동 100㎡, 관리동 100㎡

2) 시설구축: 내부설비

∙ 반입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 품질관리장비
‒ 반입능력 20톤/시간(조선기, 호퍼스케일, 집진시설 등)
‒ 건조능력 80톤/일(순환식 건조기, 왕겨연소로 등)
‒ 저장능력 최대 1,200톤(평창고 540㎡×1동, 450㎡×1동)

3) 기자재 지원 ∙ 화물트럭, 픽업트럭, SUV차량, 지게차, 데스크탑 2대, 노트북 2대, 복사기, 프린터

4) 전문가 파견

∙ 총 35개월
‒ DSC건축, 14개월: 기계전문가
‒ 수확후관리, 13개월: 쌀 건조, 저장시설 및 체계 전문가
‒ 컨설팅, 4개월: 농경제, 농업 비즈니스 전문가
‒ DSC건축보조, 4개월: 건축, 토목전문가

5) 초청연수 ∙ 캄보디아 정부 관리자 과정(7명, 5일, 1회)

6) 현지 역량강화
∙ 시범운영: 운영기술, 품질 관리, 원료 매입, 판매 컨설팅 등
∙ 현지 교육: 수확후관리, DSC 운영기술, 운영 관리 등
∙ 현지 워크숍: 시설운영 주체, 방법, 내용 공유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외(2018: 8-9).

<표 3-2> 사업의 내용

현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가운데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2016년 휴경기(9월~10

월)에 각 5일간 5차례에 걸쳐 회당 20명, 총 100명 이상의 농민을 대상으로 군 회의실, 혹

은 마을을 순회할 때에는 마을회관 등에서 이루어졌다. 교육은 계약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품종 선정, 건조, 저장 등 수확후 처리의 중요성 및 품질관리 방법 등의 내용이 전달되었고, 

종자, 비료 등 생산 관련 교육도 진행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외 2018: 176~182). 

운영자 교육은 2017년 8월~9월에 역시 각 5일간 5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측이 선정한 

운영 주체의 핵심 인력 10인을 대상으로 군 회의실에서 이루어졌고, 시범운영 기간에 현장

교육(OJT)도 병행하여 시행되었다. 교육내용은 DSC 운영 및 유지관리 등 기술 교육과, 경

영을 위한 고품질 원료 수급, 건조벼 유통 등 경영관리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농림축

산식품부 외 2018: 18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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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업 추진 일정

이 사업에 대한 현지 수요 협의, 사전조사는 2014년 3월에 이루어졌고 이에 근거하여 타

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뒤 같은 해 10월에 농어촌공사에 의해 타당성조사가 이루

어졌다.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 RD)이 11월에 체결된 뒤 

2015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시설에 대한 시공,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현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이 실시되었고 2017년 가을부터 시운전, 2018년 5월 준공식에 

이어 그해 12월에 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준공식에는 캄보디아 측에서 부총리와 

농림부 장관, 캄퐁참 주지사 등이 참석하였다.

항목 추진일정 비고

현지 수요 협의 및 사전조사 실시 2014.3.
농식품부, 공사, 건조저장시설
전문가 합동조사

수원국 사업요청서 제출 2014.4. 농업농촌개발위원회→농식품부
사업심의회 개최 2014.4.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타당성조사 실시 2014.10 한국농어촌공사

실시 협의 및 협의의사록 체결 2014.11.
캄보디아
농업농촌개발위원회(CARD), 농림축산식품부

시설구축
∙ 건축 및 기계설계
∙ 건축 및 토목 시공
∙ 건조시설 시공
∙ 건조저장센터(반입건조동, 
∙ 평창고 2동, 사무동, 관리동)
∙ 반입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 

품질관리장비

∙ 설계(2015.11.~2016.2.)
∙ 시공(2015.12.~2017.12.)

설계: 건축사사무소국일
건축 및 토목: 지암건설㈜
건조시설: ㈜혜성기업

기자재 지원
∙ 차량
∙ 사무용품

2015.12.~2017.2.
2015.12.

화물트럭, 픽업트럭, SUV, 지게차
데스크탑,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전문가 파견
∙ DSC건축PM, 수확후관리, 컨설팅, 

DSC건축보조
2015.8.~2018.11. 사업 총괄, 사업내용 조정 및 관리, 예산집행 및 

보고 등
초청연수 2016.10. 캄보디아(1개국), 7명
현지역량강화
∙ 농민교육
∙ 운영자 교육
∙ 영농조합지원
∙ 워크숍

2016.9.~10.
2017.8.~9.
2017.12.
2016.12/2018.11.

총 5일/5회, 20명
총 5일/5회, 10명
종묘장 운영을 위한 농가 선정 및 계약 등
사업 초반, 사업 후반

준공식 및 인수인계 2018.5./2018.11.
캄보디아
농업농촌개발위원회(CARD), 농림축산식품부 등

사업의 종료 2018.12.10. PMC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외(2018: 33).

<표 3-3> 사업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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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 기대효과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캄보디아 측에 대해서는 첫째, 쌀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

확후관리 요소와 관련하여, 현지 농민조합에 기술을 전수하여 소득 증대 및 빈곤 퇴치, 삶

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둘째, 건조시설을 통한 건조벼의 출하 시기 조절

이 가능하므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캄보디아 국가경제와 농림경제 및 지역 주민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 증

진으로 쌀산업을 비롯한 농업 부분의 양국 간 교류 및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

다(농림축산식품부 외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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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4

1. 적절성

1.1. 정책 및 전략의 적절성

1.1.1. 관련 정책 및 전략과의 일치성

가. 캄보디아 국가 및 농업개발전략과의 부합성

캄보디아에서는 농촌 노동력의 기회비용이 낮아 농업 인건비가 비용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에 의한 벼 수확, 햇볕에 의한 건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벼의 수확 및 건

조, 도정, 저장 시설은 매우 부족하고, 수확후 물벼 상태 혹은 단순한 천일건조 상태에서 산

지 수집상을 통해 저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농가에 부가가치가 귀결되지 못하고 소득 증대

에 크게 기여할 수 없는 여건이다(성명환 2014: 1).

캄보디아는 자국의 우수한 쌀 품질을 바탕으로 쌀 수출국(‘Rice Basket’)이 되고자 종자 

개량 및 보급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제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업

이 추진될 당시의 국가전략인 ｢제3차 사각전략(2014~2018)｣과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2014~2018)」, 그리고 「농업전략개발계획(ASDP) (2014~2018)」 등에서는 농업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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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중에서도 농업 생산성 증진 및 다각화를 통한 농업분야 연평균 성장률 5% 달성, 식량

안보 보장과 쌀 수출확대의 필요성, 모든 농작물 생산성 연 10% 증가 등이 강조되었다. 특

히 「벼 생산과 수출 촉진에 관한 정책서」는 쌀 생산성 제고, 가공 확대 등을 목적과 주요 과

제로 수립된 정책이어서 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캄보디아 쌀 산업과 관련하여 수확 후 관리, 특히 건조와 도정은 농업소득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벼의 수확과 탈곡, 선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면서 낙곡 등 

손실이 다량 발생한다. 수확후 손실되는 양은 13%이고, 벼의 도정수율은 공식적으로 64%

이어서(MAFF 2013: Annex 5), 우리나라(단립종)의 평균 도정수율 72%와 크게 차이가 

난다. 

건조기를 활용할 수 없는 소규모 농민들은 대체로 천일건조를 하게 되는데 도정에 적정

한 함수율 관리가 어려워 동할립(cracked kernel)이 많이 발생한다. 또 수집상이 수집하

는 벼 대부분은 여러 품종의 벼가 뒤섞여 판매됨으로써 도정미의 품질을 떨어트린다.

이러한 점에서 건조저장시설과 같은 수확후 관리시설을 지원한 이 사업은 캄보디아의 벼 

생산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품질미를 생산하며, 캄보디아 정부가 추구하는 쌀 수출 확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 벼 생산 및 수출증대를 위한 과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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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ODA정책 및 대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에의 부합성

캄보디아는 2010년 우리나라가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기 시작한 뒤부터 현재까지 중점협

력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사업이 기획, 추진된 2015년 이전에는 제1기 국별협력전략이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당시 국별협력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전략의 관점에서 적절성

을 점검하였다.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국별협력전략(CPS) 2012~2015」은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

장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점지원 분야의 첫 번째로 농업·농촌

개발을 선정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

농업·농촌개발 분야의 세부 지원분야는 ① 식량안전보장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관

리 인프라 개선 및 관련 역량강화 ② 쌀 수출 및 경제성장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다변화·

상업화 지원, ③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종합개발 검토 등이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세부 지원분야는 “농업투자 촉진기구 설립, 쌀 브랜드화 사업 등 단계별 마스터플랜 구축 

및 이행 지원, 농업 국제시장 진출 위한 민간재원 모집·활용 및 효과적 산업화를 위한 교육 

및 기술전수,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 인프라(도로·관개시설·저장·유통·가공시설 등) 구

축, 관련 기술전수 및 정책컨설팅, 민간농업투자와의 연계를 위한 농업 인프라 지원으로 시

너지효과 제고” 등이 세부 추진과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벼의 품질 제고를 위한 건조저장시설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이러한 과

제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림 4-2> 캄보디아 CPS 농업 세부지원 분야에 대응한 사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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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제개발 목표 및 우선순위 부합도

천년개발목표(MDGs)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시기에 착수된 이 사업은 벼를 중심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수확후 관리, 판매에서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

고자 한다. 따라서 MDGs 목표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목표인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에 

부합한다.

2015년에 발표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의 부합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목표인 ‘빈

곤 해소(No poverty)’와 두 번째 목표인 ‘기아 퇴치(Zero hunger)’에 가장 부합한다. ‘빈

곤 해소’에서는 세부목표(target) 상으로 1.1(모든 극빈 상태의 탈피), 1.2(빈곤인구 절반

으로 감축), 1.4(빈곤, 취약계층의 토지 등 경제적 자원에의 접근성 보장), 1.a(개발협력 등 

자원의 동원) 등이 관련이 있다.

‘기아 퇴치’에서는 세부목표에서 2.1(기아 퇴치와 식량안보), 2.3(소농의 농업생산성과 

소득의 2배 달성), 2.a(개발협력을 통한 농업인프라, 농업기술개발과 보급 등에의 지원), 

2.c(시장정보 등에의 접근 보장) 등과 관련이 있다.

1.2. 사업계획의 적절성

1.2.1.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이 사업은 우리나라 농식품부가 2010~2012 기간에 「캄보디아 쌀 산업 일관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지원한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에 이어 건조저장시설 관련 사업을 요청함

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중앙정부 협의체인 농업농촌개발위원회

(CARD)의 주도로 사업수요 협의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농식품부가 이에 호응하여 타당

성조사를 거쳐 사업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사업의 발굴과정에서 수원국인 캄보디

아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제시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혹은 기획과정에서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활동계

획의 틀, 즉 PDM(Project Design Matrix)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사업이 지향하

는 중기, 장기적 도달목표에 관한 지표도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사업수행기관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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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2016.2)에서는 지원되는 건조저장센터 시설의 처리 용량 계획에 관한 숫

자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센터의 반입능력 20톤/시간, 건조능력 80톤/일, 저장능

력 최대 1,200톤이다. 초청연수는 1회, 5일간 7명이며, SUV, 픽업, 트럭 등 차량과 지게차

와 각종 사무기기가 지원된다. 이는 산출물(output) 차원에서의 단기적 성과에 관한 지표

에 해당하며,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중장기 목표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업의 수행계획서에서는 DSC를 통해 생산된 건조벼가 미곡처리장(Rice 

Processing Center: RPC)의 수율을 현재보다 10% 정도 향상시키는 경우 100만 톤 기준

으로 할 때 약 9,000만 달러(10만 톤×900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농민들에게

는 1,250만 달러, 수출업자에게는 5,0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

다. 그러나 이는 공간상 이 사업의 대상지역을 벗어나고 시간상 장기간에 걸친 변화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성과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현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이 현지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하고 반영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중앙정부(CARD), 지방정부(주 및 군 정부), 시설 운영자, 그

리고 이용자인 조합원 모두 대체로 사업 기획의 적절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의견 수렴의 적절성

자료: 현지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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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지역선정의 적절성

이 사업의 대상지인 바떼이군은 90% 이상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며 벼가 주 재배작물

인 평야지역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벼 생산량은 약 14만 톤이나, 도정 처리되는 양은 8

만 톤 정도에 불과하다(농림축산식품부 외 2018: 22). 따라서 도정 등 수확후 처리를 위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시설물은 군 중심지에 매우 근접한 국도상에 위치한다. 사업수행 직후 대상국 정부의 요

청(마을 소유지에서 정부 소유지로 변경)에 따라 당초 사업대상지였던 곳(동일 군 내 다른 

코뮨)에서 변경되었으나, 오히려 군 중심지에 더욱 가까워져 교통상의 편의가 늘어났다.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농가의 경작지에서 DSC까지의 거리는 평균 5.5km였으며, 이동 

소요 시간은 평균 40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조합원 농가는 평균 8.1km에 이동 소

요 시간 평균 30.5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DSC의 위치는 주변 농가에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만큼 먼 곳에 입지한 것이 아니어서 적절한 위치에 설립된 것으

로 판단된다.

DSC의 위치에 대해서는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68%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

고, 나머지 32%도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적절한 것으로 주민들은 보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의 선정과정에서 현지 관련 기관의 의견이 적절히 수렴되었고, 벼 주

산지역으로서 수확후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관련 수요가 존재한 지역이었다. 시설의 입지

도 적절한 위치에 시설과 장비가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사업수행과정의 적절성

사업의 발굴과 선정 과정에서는 쌀과 관련된 기존 종료사업(「캄보디아 쌀 산업 일관체계 

구축」)의 후속사업으로 캄보디아 측의 요청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대상지 선정에서도 캄

보디아 정부측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적정한 위치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사업수행 과정에

서도 캄보디아의 중앙기관인 농업농촌개발위원회(CARD)의 적극적인 관심 아래, 수시로 

사업 PM 및 사업총괄기관(한국농어촌공사)과 협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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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파견된 수확후 관리 전문가가 캄보디아 정부 등 기관과의 업무추진상의 불협화음으

로 2017년 4월 교체되어 새로운 전문가가 파견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이 사업의 수혜자는 시설이 위치한 벼 주산지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이다. 이들 

농가는 자유의사에 의해 건조저장시설을 운영하는 조합에 일정 금액의 조합비를 납부하고 

가입한 뒤 시설을 이용하여 생산된 건조벼를 도정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 농민과 시설에 고용되어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진이 직접적인 수

혜자이며, 지역의 도정업자 등이 간접 수혜자가 된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의 새로운 요청, 혹은 그에 따른 정상적인 사업수행에 지

장을 줄 수도 있는 리스크에의 대응도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건축물과 내부 시설 공사 

및 장비 도입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CARD는 우천시 우수가 모여 집중 유입되는 경우 바

닥 침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서 건물 주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DSC

로 들어오는 도로의 중앙에 있는 경계석을 제거할 것도 요청하였다. 이에 콘크리트 타설 비

용으로 18,500달러를 배정하여 집행하는 등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외 2018: 44).

또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고 DSC의 시운전 후에 준공식이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조정

할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시운전, 2018년 5

월 10일에는 준공식이 진행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외 2018: 45, 117, 167).

아울러 사업부지에 지하수가 부족함에 따라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기존 상수도 라

인을 파악하고 인근에 건립된 KOICA 병원의 상수도 메인 라인에서 분기하여 DSC까지 배

관 라인을 연결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외 2018: 53).

2. 효율성

2.1. 계획 대비 예산 및 사업기간의 효율성

본 사업은 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을 준수하였다. 캄보디아 측에서 건물 주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요청함에 따라 18,500달러를 배정, 집행하였으나 추가예산이 배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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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 초기에 대상지 변경에 따라 당초 계획(1ha)보다 부지면적과 성토면적이 약간 늘

어 각각 1.54ha, 1.21ha가 됨으로써 이에 일부 예산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이 시운전 1~2회 정도 수행할 정도만 책정되어 있었고 시범운영에 필

요한 예산이 없었기에, PMC가 2017년 11월부터 매칭펀드를 투입하였다. 이 자금은 

2018년 11월까지 시설 운영비로 모두 13만 3,074달러가 지출된 반면, 물벼 건조 및 건조

벼 판매 수익으로 7만 3,405달러가 수입됨으로써 약 6만 달러 정도의 초과 지출이 발생하

였고, 이는 PMC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외 2018: 195).

2.2. 투입 대비 사업 산출물 결과

당초 계획하였던 투입(inputs)에 대하여 산출물(outputs)이 확보되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산출물은 건조장이다. 물벼 건조장에 설치된 가마의 용량이 20톤 규모로 설정

되어 있어, 대규모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할 유인이 되지만,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용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규모 농가가 연합하여 20톤 물량을 구성하고 

건조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다른 농가에서 재배한 벼의 품질을 신용할 수 없어 소규

모 농가 합동으로 건조장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으

로 운송수단이 없어 건조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인근 도정업자 조사에 따르면 빠른 건조시간으로 인하여 도정 시 싸라기가 많이 발생하

고 있으며, 다른 건조시설보다 1등급 출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때문에 

DSC 인근 도정업자들이 DSC에서 건조한 벼를 구매하거나 DSC에서 벼를 건조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빠른 건조가 가지는 경쟁력도 있

기 때문에 건조 기술을 개선하고 손실률을 낮추어서 이를 만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공된 기자재에 대해 지방정부 관리들과 시설 운영자들은 대체로 현지 여건과 요구에 

맞는 것들로 적절히 투입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즉 9명 중 3명이 ‘그저 그렇다’는 반응을 보

였지만 나머지 응답자는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현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서 투입된 시설, 기자재 등이 이 사

업이 기대하였던 바대로 효율적으로 산출물을 도출하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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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투입 대비 산출물의 효율성

자료: 현지 조사 결과.

3. 효과성

3.1. 사업의 단기효과(사업계획 대비 산출물)

3.1.1. 건축물: 건조저장센터 및 내부설비

DSC 운영에 핵심적인 사항은 건조시설과 저장창고의 가동인데, 건조시설과 저장창고의 

가동은 물벼 수확기에 집중된다는 한계가 있다. 바떼이 지역에 건설한 DSC의 건조기 운영 

기간은 연평균 90일이었고, 저장창고 운영 기간은 120일로 조사되었다. DSC 건설 후 최

초 실적이 발생한 2019년 건조 물량은 2,302톤이었으며, 2020년에는 4,456톤으로 증가

하여 약 93.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용 농가도 2019년 55가구에서 2020년 61가구로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86가구까지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시설의 활용 정도는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활용 실적의 증가에 따라 시설의 재무적 성과도 양호한 편이다. DSC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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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2019년 총수입은 건조 수수료(톤당 6만 리엘)와 수매·건조 후 판매한 판매대금 등 1

억 3,657만 리엘이었고, 총지출은 물벼 구매비,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1억 1,053만 리

엘, 따라서 순수익은 2,604만 리엘이었다(1 캄보디아 리엘은 한화로 약 0.3원). 2020년 순

수익은 3,616만 리엘로, 물벼 건조 수수료 등을 합하여 약 2억 5,896만 리엘의 수입, 물벼 

구매비와 인건비 등 약 2억 2,280만 리엘의 지출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순수익은 2019년 2,604만 리엘(건조 톤당 1만 1,310 리엘)에서 2020년 3,616

만 리엘(건조 톤당 8,115리엘)로 약 38.9% 증가(건조 톤당으로는 28.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도 이루어졌다. 당시 58명의 조합원들이 630주를 가

지고 있었으며, 5주당 15만 5,500 리엘이 배당되었다.2)

항목 2019년(A) 2020년(B) 2021년(C) 비고(B-A)

건조기 운영 기간(일) 90 90 -

저장창고 운영 기간(일) 120 120 -

건조 물량(톤) 2,302 4,456 - 2,154

이용 농가(개소) 55 61 86

총수입(천 리엘) 136,569 258,962 - 122,393

총비용(천 리엘) 110,531 222,803 - 112,272

순수익(천 리엘) 26,035.4 36,159.1 - 10,124

건조 톤당 순수익(리엘) 11,310 8,115 △3,195

조합원 배당금(5주당, 리엘) 155,500 - -
2020년에는 DSC 

유지·보수를 위해 보관 중, 
2021년 미조사

자료: 현지 조사 결과.

<표 4-1> DSC 운영 현황

DSC를 이용하는 농가와 주변 도정업자를 대상으로, 다른 건조시설 대비 DSC에 대한 만

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합원 농가의 80%는 ‘매우 만족한다’, 8%는 ‘만족한다’, 그리고 

2) 2019년 이전에는 1주(share)당 50만 리엘을 가입비로 납부하고 소유한 주에 따라 배당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2019년부터는 1주당 10만 리엘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2019년 이전에 가입한 농가의 5주(가입 당시에는 1주)에 

대해 배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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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DSC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도정업자들도 ‘매우 만족한다’ 25%, ‘만족한다’ 75% 등 다른 건조시설 대비 DSC 이용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가 DSC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연건조보다 노동비용 감축’, ‘빠른 건조와 손실 감

소’, ‘DSC에서 물벼 판매 가능’, ‘DSC 저장 창고 이용 가능’ 등이었다. 천일 건조시 2~3일

(흐린 날에는 4~5일) 소요되고 손실률도 높지만, 건조장에서는 14시간이면 완료되며 손실

되는 양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DSC가 설치된 장소에 물벼를 구입하고자 하는 상인들이 나타남으로써 건

조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는 이들에게 물벼로 판매하기도 하므로, 이들의 선택지가 늘

었다는 점에서 ‘DSC에서 물벼 판매 가능’하므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도정업자들은 ‘빠른 건조’와 ‘접근성’을 주요한 이유로 제시하였다. 도정업자들이 대체

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가지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DSC에서 건조한 벼의 선호도에 대해

서는 도정시 싸라기가 다량 발생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 사업에서 지원한 DSC는 병류형

(concurrent flow) 순환식 건조기이다. 통상 다른 건조기에서 소요되는 20~24시간보다 

짧아 건조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동할립 발생률을 낮추어 미질을 향상하

지는 못하기 때문에, 두 과제 사이에 딜레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DSC 시설에 대해 지방정부 공무원, 시설 운영자, 그리고 수혜농민들은 응답자 전체 34

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족’ 혹은 ‘아주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장비에 

대해서는 3명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

서 지게차가 더 필요하고 일부 부품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이 사업에서 제공된 시설이 지역의 여건과 요구에 적합, 부합하며 도움이 된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활용 정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응답자의 절반, 시설 운영자 응답자 3명 중 1명, 

그리고 조합원 응답자 25명 중 6명(24%)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는 건조기 당 20톤이 넘는 양의 벼를 건조하는 대농들에게만 활용된다는 점, 그리고 창고

의 용량이 작아 대농이건 소농이건 일반 농민들이 건조후 벼를 쌓아 두는 공간으로 활용하

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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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시설물 활용의 효과성

자료: 현지 조사 결과.

한편 건조 장비가 들어선 시설과 부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대상 지

역은 지대가 낮아 성토된 곳이며 내부로 물길이 잘 생기는 성질의 토양이어서 집중 호우로 

인한 저장시설 누수나 주변 지반 침하, 건물 외벽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DSC 사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사업기간 중에도 캄보디아 측의 요청에 따라 건물 주위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추가

하였으나, 여전히 지하 물길이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1.2. 기자재(SUV, 픽업, 트럭, 지게차, 사무기기)

시설과 장비 이외에 차량(SUV, 트럭, 지게차)과 각종 사무기기, 에어컨 등 계획대로 지원

되었다. 트럭의 경우 5톤 용량으로 제공되었으나, 현지에서는 적재 용량이 과소하여 20톤 

적재 용량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하부 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게

차(fork lift)의 경우 잘 사용하고 있으나 현지에서는 추가로 지게차 1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무기기는 프린터 토너 등 각종 소모품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아 잘 활용되지 않는 편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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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기타(종묘장)

종묘장 두 곳(2ha, 1.5ha)에는 사업기간에 인디카 계열 및 자스민 계열(OM5451, IR85) 

등 농민이 선호하는 품종의 벼를 재배한 뒤 종자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이후 활용되지 않음

으로써 현재 현지에서는 사업의 성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종묘장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종묘장이 충분히 활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 및 

군 정부 공무원, DSC 운영진들 모두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당초와 달리 종묘장이 운

영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묘장을 통해 품질이 개선된 

종자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

3.2. 사업의 중기 효과(사업 목표 달성도)

3.2.1. 쌀 건조후 품질 개선

쌀의 품질은 품종, 재배방법, 건조, 도정, 보관, 조리방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

지만, 도정 과정에서 싸라기 발생 비율을 낮추고 완전립(head rice) 비율을 높이는 것이 관

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싸라기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배 방법과 건조 방식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나 단기간에 재배 방법을 바꾸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건

조 방식이 단기간에 미질을 향상하는 방법이 된다. 천일건조는 일정한 품질로의 건조가 어

렵고, 손실이 많으며, 검불, 부스러기 등 불순물이 섞이게 되고, 무엇보다 건조에 많은 시간

이 소요된다(2~3일). 따라서 DSC를 통한 건조는 쌀의 품질 제고와 손실 감소, 신속 건조 

등을 통한 벼 재배농가 소득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

DSC에서 건조한 벼를 구매하여 도정하는 주변 도정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천일

건조하는 경우 1등급 출현율은 평균 63.8%, 2등급 출현율은 36.3%로 조사되었으나, DSC

에서 건조한 벼의 1등급 출현율은 평균 71.8%, 2등급 출현율은 28.3%로 조사되어 천일건

조에 비하여 이 사업에서 제공된 건조기에서의 건조가 미질 향상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바떼이 지역의 다른 건조장(74.5%)에 비해서는 1등급 출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빠른 건조로 인해 싸라기 발생률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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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천일건조 DSC 일반 건조장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1등급 출현율(%) 63.8 60 65 71.8 70 75 74.5 70 78

2등급 출현율(%) 36.2 35 40 28.2 25 30 25.5 22 30

자료: 현지 조사 결과.

<표 4-2> 건조벼 등급 비중

이러한 판단에 따라 현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조후 벼 품질 개선 효과에 대한 시

설 운영자의 평가는 아주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건조 후 품질개선 효과성

자료: 현지 조사 결과.

3.2.2. 쌀 생산성 개선

건조장 시설 자체는 벼의 생산성과는 관계가 없으나 종묘장 및 비료 공급 사업은 벼 생산

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다. 그러나 종묘장은 사업 초기에 일

부 관련 활동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활용이 중단되어 있다. 비료 공급 사업은 조합의 주관으

로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이 벼의 생산성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현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생산성 제고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는 응답자 6명 가

운데 4명, 조합 운영자는 3명 가운데 2명이 ‘매우 그렇다’고 하는 강한 긍정을 나타내었다. 



평가 결과❙   45

조합원 농민의 경우에는 25명 응답자 가운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각각 11명으로, 

대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3.2.3. 이 지역(바떼이 군) 농가의 소득 증대

조합원 농가가 건조하지 않고 물벼 상태로 판매한 벼의 경우 톤당 최소 70만 리엘에서 최

대 90만 리엘을 받아 평균 78만 리엘을 수취하였다. 그런데, 조합원 농가들 가운데 조사시

점 당시 DSC를 이용한 6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DSC에서 건조한 벼를 판매

하게 되면 톤당 최소 90만 리엘에서 최대 120만 리엘을 받아 평균 107만 리엘을 수취하여 

톤당 약 37% 높은 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벼를 건조하는데 지불하는 톤당 수수료 

6만 리엘을 고려하더라도, 물벼 상태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건조 후 판매하는 농가의 수취

가격이 톤당 평균 22만 리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조합원 농가의 물벼 수취가격은 평균 86만 리엘이었으며, 최소 70만 리엘에서 최대 

108만 리엘을 취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DSC 이용 농가의 물벼 수취가격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이유의 하나로 추정된다. 첫째, DSC 미이용 농가의 경

우 시장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둘째, DSC 이용 농가

의 경우 물벼의 상태가 높은 수취가격을 받지 못할 정도의 품질이거나 물벼의 시장가격이 

기대보다 낮아서 건조후 판매를 선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지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물벼가 톤당 71만 리엘이면 건조 후 판매, 90만 리엘이면 물벼 상태로 판

매, 그 사이 가격이면 건조벼 혹은 물벼 판매 중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SC는 

농가가 시장가격의 변동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리한 선택지가 된 것이다. 

항목
조합원 농가 비조합원 농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물벼 판매가격(1,000 리엘/톤) 780.8 700 900 860.1 700 1,083

물벼 판매량(톤) 9.24 0.5 28 15.2 3.0 58
건조벼 판매가격(1,000리엘/톤) 1,066.7 900 1,200 - - -

건조벼 판매량(톤) 26.7 20 40 - - -
건조벼 수수료(1,000 리엘/톤) 60 60 60 - - -

주: 조합원 농가 중 건조벼 판매가격, 판매량, 수수료는 조사시점 당시 DSC를 이용한 적이 있는 6농가의 숫자임.

자료: 현지 조사 결과.

<표 4-3> 조합원 농가와 비조합원 농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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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떼이 지역 사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들은 DSC 운

영이 농가 소득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

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6명 가운데 5명(83.4%)이 농가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

고, DSC를 운영하는 관계자들(3명)은 응답자 모두, DSC를 이용하는 조합원 농가들은 응

답자 25명 가운데 18명(72%)이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이러한 성과가 향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인도 있다. DSC를 이용

함으로써 자연건조보다 더 빠르게 물벼를 건조하여 인건비나 손실(food loss)의 감축을 도

모할 수 있으며, 미질이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빠른 건조에만 집중함으로써 도

정 시 싸라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주변 건조장의 건조시간과 화력 조절 등을 참고함으

로써 1등급 품질의 출현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1등급 품질의 출현율 제고는 농가의 소

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다른 농가의 DSC 이용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대농의 

경우에는 DSC에 있는 저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이에 따른 비용 절감의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3.2.4. 사업의 성과가 캄퐁참 주 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확산

바떼이 지역 공무원과 DSC 이용 농가들은 DSC의 영향력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객관적으로도 DSC를 가동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물벼 건조

량과 회원 농가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순수익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모델을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있다. 바떼이 지역에 있는 DSC의 영향력이 바

떼이 지역뿐만 아니라 캄퐁참 주(또는 도) 지역 전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는 시설의 운영주체인 캄보디아 정부가 제도적, 재정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재로서는 파급효과의 발생을 위한 그와 같은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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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향력

4.1. 장기성과 달성 가능성

DSC는 쌀의 가치사슬에서 수확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물벼 상태에서 천일건조보다는 기계에 의한 건조를 통해 품질 균일화, 손실 감소 등 부가가

치를 높이고 다음 단계인 도정과정에서 보다 높은 품질로 가공되어 시장에 판매될 수 있다. 

이 사업에서 지원된 DSC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수확후 단계에서의 가치사슬 체계에 편

입됨으로써 단계적 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현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이 사업이 지원

한 시설과 기술이 잘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고품질 벼 종자 사용과 적절한 자재 투입에 의한 벼의 생산성 증대, 

물벼 및 건조벼 보관을 통한 출하 시점의 조절, 도정 기능의 추가에 의한 소득원의 확대 등 

가치사슬 체계에서의 개선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현재의 DSC는 조합원으로부터 기계건조 의뢰를 받아 건조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어

서, 벼의 가치사슬에서는 일부 짧은 과정과 단계만을 담당하고 있다. DSC를 운영하기 위

해 설립된 조합은 비료 판매 대행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재 공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수적 업무로 처리되고 있다. 우수종

자 공급과 재배를 목표로 운영되었던 종묘장은 더 이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벼의 가치사슬 체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일부 성과가 있고 긍정적

인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 장기적으로 더욱 확대된 가치사슬로부터의 부가가치 증대 효

과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캄보디아 중앙 및 지방정부나 시설을 운

영하는 조합으로부터의 체계적인 노력도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나아가 타지역 및 캄

보디아 전체에서의 수확후 관리와 가치사슬 개선에는 그 영향의 파급이 미칠 정도로 성과

는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중장기적 과제는 캄보디아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들

의 적절한 경영 역량, 그리고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시행기관의 사후 관리와 지원 등으로 해

결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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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지원된 시설, 기술의 영향력

자료: 현지 조사 결과.

4.2. 사업의 파급효과

사업의 파급효과는 이 사업의 지역적, 제도적 확장(upscaling)을 위한 수원국 기관의 노

력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업에서 지원된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효율성 개선, 시설 

확대 등에 대해서는 수원국 측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이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의 연례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농업개발은행 등을 통

해 자금(loan)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이 사업이 

지원한 건조저장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과 같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연합체(alliance, un-

ion)도 대상에 포함된다(현지 조사 결과).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은 이 사업의 사후 파급효과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별

도의 제도적 확장 노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캄퐁참 주, 바떼이 군 등 지

방정부에서도 특이한 관련 정책적 입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의 파급효과는 현재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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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가능성

5.1. 운영 지속가능성

DSC가 2019년 이후 건조량과 회원 농가 수를 지속해서 늘려가고 있고 순수익도 확대되

고 있다는 점은 자체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원 농가가 늘어나

면 DSC에서 건조할 수 있는 물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DSC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순수익의 증가는 DSC의 유지·보수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시설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또한, 건조 및 저장시설 가동을 위한 연료로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이오 

매(왕겨)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등유 등을 사용하는 다른 건조시설보다는 운영비

가 더 적게 소요되는 점이 재정적으로 플러스 요인이다. 

한편으로는 시설과 장비의 보수, 유지 및 관리를 포함하여 수익의 배당이나 재투자, 혹은 

창고, 도정시설 건립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영 역량을 갖추었는지는 불확실하

다. 민간업체가 아니라 CARD 등 캄보디아의 공공기관과 조합이 주체라는 점에서 캄보디

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제도

적 장치가 구축되어 있다거나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별도 재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인다.

5.2. 사후관리 및 후속 조치

5.2.1. 사후관리 체계구축

사후평가에서 실시된 현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캄보디아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시설 운영자 모두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의 보유 여부

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업을 통

한 조합의 재정적 여건이 현재까지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자신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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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재정적 능력의 지속가능성

자료: 현지 조사 결과.

하지만 지원된 각종 시설과 장비에 대한 현장 점검의 결과 우기시 빗물에 의한 누수, 부

품의 노후화, 고장 등의 부분적인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이를 요약, 정리한 것

이다(시설과 장비, 사무기기 별로 현재 상태, 관리 주기, 활용 빈도 등은 부록 참조). 특히 

건축물 지반 침하에 따른 벽체 균열 현상은 시공 과정에서 캄보디아 측의 요청에 따라 콘크

리트 타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대두되는 등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

고 있다.

구분 문제점 현지 의견

사무·행정 건물 및 담장 지반 침하에 따른 벽체 균열 지반 보강공사 등 필요

건조기 버켓, 수분측정기, 왕겨 보일러, 
왕겨 재 배출 장비

사용 수명 종료 시점 각종 부품 교체 필요

지하 왕겨 저장탱크(husk hopper) 연결 지하비트 침출수 발생 지하비트 공사 필요

5톤 트럭
현지 실정보다 적재 용량 과소하여 20톤 
적재로 개조 사용 중

트럭 하부 보강 필요

사무기기(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등) 사용하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표 4-4> 현장 점검 결과 주요 문제점

2018년 말 사업이 종료된 뒤 이 사업에서 수확후 관리 전문가로 활동했던 (사)굿파머스 

파견 전문가 1인이 다른 업무로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부정기적으로 현장에 방문, 소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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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체계적, 조직적인 사후관리가 아니며 언제

든 종료될 수 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조합이나 캄보디아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설의 관리, 장비의 유지 등에 관

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조합의 자체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유지, 보

수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향후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5.2.2. 사업모델의 구축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하고 꾸준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을 돕도록 하는 지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인적, 재정적, 제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집중한다.

이 사업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료(물벼)의 공급체계 수립과 건조벼 

판매 시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대체로 이 사업과 같은 건조 및 저장(drying and stor-

ing) 시설은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도정(rice processing)을 통한 수익에 비해서

는 수익이 저조하다. 즉 도정시설은 건조벼를 원료로 사용하므로 연중 가동이 가능하지만, 

건조시설은 벼 수확후 단기간에 집중 운영되므로 효율적인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성명환 

2014: 5).

이 사업에서는 생산자인 농민의 조직화와 벼 생산성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이 추진되었

다. 즉, 이 사업의 건조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를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비료, 농약 등 투

입재를 지원하였고, 품질 좋은 원료곡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묘장을 설치하였다. 조합원은 

주(share)당 10만 리엘의 회비를 납부하지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비료나 농약 구입시 

할인을 받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도 우선 선발된다.

이 사업의 조합은 바떼이 지역에 있는 기존 7개 생산자 조합의 조합장들을 모집, 협의체

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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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종묘장 운영

종묘장 선정을 위한 사전 협의 
및 조사

가) 종묘장 면적: 2~4ha
나) 위치
∙ 유지 관리가 편리하고 DSC와 인접한 토질이 좋으며 물 관리가 편한 곳

다) 선호 품종
∙ OM6452와 IR85 등 Batheay 농가 선호 재배 품종

라) 현재까지 종자 사용 방법
∙ 베트남 산 종자를 구입하여 사용
∙ 구입 종자를 반복해서 2번까지 사용하면 새 종자를 다시 구입
∙ 베트남 산 종자에 대한 발아율 시험이 필요
∙ 지역 농가들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종자에 대한 사용 횟수에 따른 발아율 

실험

종묘장 운영을 위한 농가 선정 
및 계약

∙ 규모: 2ha, 1.5ha
∙ 위치: DSC에서 약 1km 지점
∙ 종묘 품종: OM5452, IR85

종묘장 계약 ∙ 2017년 12월 18일

농민조합 결성

농민조합 결성 회의
(건조저장시설 운영 설명)

∙ 바떼이군 8개 조합 단체조합 결성, 월 1회 DSC에서 간부 회의 진행, 향후 
교류 및 DSC 활용 활성화방안 모색 운영 시작

농민조합 설립 진행
∙ 2017년 12월 16일 바떼이군 바떼이 아피왓으로 농민조합 허가증 수여식 

행사 진행

7개소 농민조합의 협의체 구성
∙ 농민조합 회의를 통하여 농민조합 협의체(가칭 “바떼이 농민조합협의회”)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매월 말경 개최

7개소 농민조합의 협력
∙ 농민조합 협동으로 정보(물벼, 건벼, 비료, 농약, 종자)를 공유하고 물벼 

판매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가격 협상에 우위를 확보하며 건벼 판매를 
활성화하여 DSC가 물벼 건조 물량을 충분히 확보

계약재배 추진
∙ 피교육생 욕구 사항 조사 및 해결방안 모색
∙ 영농조합 법인 조직화 교육 및 설립 지원
∙ 영농조합과 계약재배 추진 및 우량종자 보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외(2018: 184~188)에서 저자 정리.

<표 4-5>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종묘장 운영 및 농민조합 결성

농식품부는 2017년 이 사업을 포함하여 당시 진행중이거나 직전에 종료된 사업들에 대

하여 현장을 점검하였는데, 이 사업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함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DSC나 RPC 등 수익형 

시설을 지원하거나, 주민이 돈을 벌어 운영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세부사업(가령 양계장)이 

포함된 농촌종합개발 사업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당시 현장 점검의 결과 농식품부

는 “현재 건조기 시험가동하고 있으나 아직 DSC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이 없는 상태로, 원

료확보 및 판매 계획 수립 보완 필요”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7a: 5). 

그러나 사업이 종료된 뒤 현재까지는 조합원들 대상으로 원료확보가 원활하고, 건조한 

뒤에는 조합원들이 인근 도정공장에서 건조 후 판매하므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성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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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 다만 이것은 이 사업에서 지원된 DSC가 자체 자금으로 물벼를 구매하여 건조

한 뒤 도정공장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물벼를 건조하고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모델이어서 상대적으로 경영에서의 위험도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이 당초 의도한 대로 물벼 공동판매 등 다양한 집단적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다.

6. 범분야 이슈

6.1. 성 주류화

조합원 가운데에는 여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 징수되는 수수료 금액, 

배당금 등에서는 남성 조합원과 아무런 차별이 없다.

지방정부 공무원, 시설 운영자, 수혜 농민 총 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 사

업이 성평등 여건을 확장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부분(29명, 86%) 부정

적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이 사업이 여성들도 수혜자가 될 수 있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

에는 대부분(27명, 78%)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 사업의 시설이 여성 수혜자에

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그렇다고 여성 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

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6.2. 환경영향

DSC가 설치된 지역은 바떼이 군 내에서 쌀을 경작하는 지역의 중심지에 설치되어 있지

만, 주거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냄새나 연기, 환경오염 등 바이오 매스(왕겨) 연료에 의한 피

해 발생 우려는 거의 없다. 

지방정부 공무원, 시설 운영자, 수혜 농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영향을 질문한 결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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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특별한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지 않았다. 이것은 건조시 왕겨를 연소시키면서 연

기가 발생하지만, 시설 자체가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자가 29명(86%)이나 되었

는데, 이는 타고 남은 재를 농민들이 자신의 논에 퇴비로 쓸 수 있어서 토양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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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및 제언5

1. 교훈 사항

1.1. 시설, 장비의 유지·관리·부품공급 체계 구축과 기술적 역량 확보

시설과 장비는 적절한 유지와 관리, 보수 및 소모품의 적기 공급이 필수이다. 현지 점검

의 결과 시설이 위치한 곳에 우기시 빗물에 의한 누수, 부품의 노후화, 고장 등의 문제점들

이 나타났다. 

물벼 건조 및 저장과 같은 설비 중심의 시설은 유지 및 보수를 위한 부품 공급체계의 확립

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부품의 경우 지역 내에서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저장시설 혹은 지게차와 같은 기계장비가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과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진의 기술적 역량이 제고되어야 한

다. 현재 이 사업의 DSC는 건조 시간의 단축과 미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타 건조

시설과의 차별화를 도모하여야 하나, 현지 도정업자들은 건조벼 미질에 완전히 만족하지

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하드웨어에 대한 적절한 유지와 관리 체계 

및 부품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역량 

확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중장기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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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사업 모델의 수립 및 중장기적 적용

DSC 혹은 RPC과 같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은 시설의 가동을 통해 수익을 내고 이를 

재투자함으로써 지속적 운영과 이용자의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시설 건축과 장비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금, 기

술, 그리고 관련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적절한 경영 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사업의 경우 자체 자금으로 물벼를 사들여 건조한 뒤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 농가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건조만 담당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많은 운영자금이 필요하지 않고 경영이 복잡하지는 않으나, 수익을 많이 내어 조합원

들에게 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방식이다.

반면에 수익의 일부로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한 뒤 판매망을 구축, 이윤을 남기고 판매하

는 방식의 사업모델은 대상국 정부 혹은 운영주체가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경영을 담당할 

충분한 역량 혹은 의향을 보유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상국 정부 및 운영주체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모델을 단계적으로 구

축,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이 사업이 채택한 방식의 모델, 즉 조합에 속

한 농가들로부터의 조합비 및 건조벼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고, 이를 시설 및 장비의 유지와 

보수,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으로 지출, 운영하는 방식을 일단 유지하도록 한다. 

그 뒤에는 다음과 같이 더 넓은 가치사슬 영역으로 확장하는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하여 적

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DSC가 자체 자금을 활용하여 농가의 물벼를 구매하고 건조후 도정업자에게 판매

함으로써 자체 사업의 영역을 확장한다.

둘째, 건조벼 저장 창고를 확장하거나 도정시설을 도입하는 등 조합원의 편익을 늘리고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감으로써 벼 주산지역에서 쌀 가공의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하

는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물벼가 생산되지 않는 시즌에는 DSC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창

고를 건조벼 저장용으로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같이 DSC가 관여할 수 있는 가치사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적지 않

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후 등 생산 조건의 변화에 따른 물벼 공급의 변동과 건조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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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 변동, 인근 DSC와의 경쟁 등 많은 위험 요소가 따른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여 공공(조합)-민간의 합작사업(joint ven-

ture)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3. 적절한 사업기간의 확보

이 사업은 장비와 시설의 시운전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만 책정되어 있었기에 사업종료 

후 시범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PMC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였고, 결과적으로 PMC가 자체적

으로 투입한 약 6만 달러의 자금은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설과 장비를 투입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시운전을 통한 기계, 설비

의 점검뿐만 아니라 시범적 운영에 필요한 자원(사업기간, 예산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야 할 것이다.

2. 제언 사항

2.1. 캄보디아 정부측에 대한 제언

2.1.1. 시설, 장비 등의 자체 유지·보수와 설치

현지 조사 결과 시설 일부에서 강우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원된 

시설과 장비의 사용 기간이 누적되면서 보수, 부품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조합 측에서 2020년 배당금 지급을 중지하

고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 비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캄보디아 정부 측에서 일

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조사시 촬영된 동영상에 대한 PM의 

검토, 사업 참여자에 의한 현장 점검 등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계 설비부 부품과 소모

품은 현지에서 구입, 조달이 가능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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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조된 벼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가격이 좋을 때 도정업체에 판매하도록 건조벼 보

관 창고를 확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고는 건조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왕겨를 보

관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농가의 소득 증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므로 우리나라의 DSC 사업의 성과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 측

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1.2. 수혜 농가의 범위 확대를 위한 조치: 주민조직의 육성

이 사업에서 지원한 DSC가 10톤 이하의 소규모 농가의 물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건

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조합 혹은 지방정부의 주도로 농가가 공동으로 건조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동일한 품종의 벼 재배 유

도, 건조 시기의 조절 등을 도모하여, 수혜 농가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2.1.3.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의 마련 및 추진

현재의 DSC는 조합원들의 물벼를 건조하고 수수료만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조합이 자체 자금을 가지고 물벼를 구매한 뒤 건조하여 도정업체에 판매하도록 사업의 영

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조벼 창고를 확장하여, 구매한 물벼 혹은 조합원 물

벼의 단기 보관, 시장가격 상황에 따른 건조벼 출하 시기 조절을 위한 보관 용도로 활용하

도록 한다. 또한 자체 도정시설을 도입하여 종합적인 미곡처리(rice processing)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이러한 가치사슬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위험 요소에

의 대응 역량을 마련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합, 정부와 함께 합작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CARD), 지방정부, 조합이 참여하는 기

구(Operation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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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나라 사업총괄기관 및 정부에 대한 제언

2.2.1. 시설, 장비의 유지, 관리에 대한 기술적 컨설팅

DSC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영진의 기술적 역량을 제고하여 

다른 건조시설만큼의 미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1년 말 현재 시설 가동후 

3년 이상 지나면서 기계와 전기 등 장비와 부품에서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적절한 관

리와 점검이 필수적이며, 이를 담당할 운영진의 역량 제고 및 관리체계의 원활한 작동이 필

요하다. 

DSC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물벼를 건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미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른 건조에만 집중함으로써 도정 시 싸라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건조기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운영 기술의 미숙에서 비롯되는 문제일 수

도 있다. 따라서, 건조 시간 단축에 따른 미질에의 영향에 대하여 점검하고 관련 기술을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물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도 시급하

다. 이와 더불어 각종 부품의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과 소모품 등이 캄보디아 내부에서 공

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장비 활용에 관한 매뉴얼이 영문으로 제공되었으나, 현재 관리인조차 매뉴얼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새로이 제공하고 보다 상세하고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시설과 장비 관련 기술 제공, 누수 문제와 부품 작동 여부 등의 점검, 매뉴얼의 갱신 등에 

대한 사후 지원은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2.2. 조합 운영에 대한 경영 컨설팅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소량의 물벼 건조를 희망하는 소규모 농가들이 DSC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원 수와 건조 물량이 늘어나면

서 수입이 확대되고, 아울러 시설과 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한 지출, 조합원 배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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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확장에의 투자 등 지출 요인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회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 

이에 조합 운영진과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공동건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원간의 공동

사업을 위한 조직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회계관리에 관

한 추가 및 보수교육도 필요하다. 시설과 장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컨설팅과 병행하여 조

합의 운영에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합은 벼 건조 이외에도 조합원을 위하여 비료와 농약 등 투입재의 공급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추가적인 수익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사

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모색,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2.2.3. 중장기 성과 확산을 위한 추가 지원 가능성 모색

이 사업은 물벼 건조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사업모델은 벼의 전체 가치사슬 체계에서 일부 단계에만 

해당하므로 위험도가 그리 높지 않다. 그런 만큼 수혜자들에게는 일정한 소득제고의 효과

를 제공하지만, 더 많은 부가가치의 확보 혹은 주변으로의 확산 효과는 높지 않을 수 있다. 

현지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장시설, 즉 물벼 및 건조벼 창고를 확장한다

면, 소규모 농가의 공동 건조를 위한 일시 적치와 더불어 건조벼의 도정시기 조절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와 조합, 

그리고 민간의 투자로 저장시설 확장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고를 확장하게 되면, 특히 물벼가 생산되지 않아 DSC가 가동되지 않는 때에 건조벼의 

보관을 통하여 수혜농가에 대한 단기적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

라 정부가 후속사업 혹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창고 확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이와 같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제언 사항을 이해관계자별로 분류하고,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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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이해관계자
우선순위

높음 중간 낮음

건물 누수에 대한 대응

캄보디아 정부

∨

장비의 보수, 부품 교체 ∨

건조벼 및 왕겨 보관 창고 확대 설치 ∨

소규모 농가 조직화로 공동 건조 추진 ∨

가치사슬 확대 방안 마련 및 추진

  - 자체 자금으로 물벼 구매, 건조 및 판매 ∨

  - 창고 확장으로 건조벼 출하시기 조절 ∨

  - 자체 도정시설 건립 ∨

  -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조직 구성 ∨

시설, 장비 관련 기술적 컨설팅 우리나라
사업총괄기관

∨

조합 운영 관련 경영 컨설팅 ∨

추가지원 협의(창고 확장-필요시) 우리나라 정부 ∨

자료: 저자 작성.

<표 5-1> 이해관계자별 제언 및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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