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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ODA)의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국

제개발협력 예산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ODA 지원금액

의 가파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발협력사업의 질적 성장은 여전히 미흡하다

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수혜국의 수요와 공여국의 비교우위를 잘 접목하여 현실

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장기 과제로 우리나라의 국제농업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

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5개년에 걸쳐 수행되는 농

림업 분야 중점협력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의 2차년도 과제로 수행되었다. 1

차년도에 140개가 넘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 가운데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이 시급

한 16개국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국가를 중심으로 국별 개발협력 전략 수립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16개 중점협력국 중 볼리비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

라의 개발협력 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볼리비아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사업의 전략을 수

립함에 있어 대상국의 수원수요, 국제사회의 지원 전략, 우리나라의 경험 등 다각

적인 측면에서 개발협력 수요와 공급의 접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또 현실적이

고 적용 가능한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볼리비아 농림혁신연구원의 도움도 받

았다. 모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볼리비아 농업 분야 무상 원조 사업을 발굴·기획하

는 유관기관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      

201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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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볼리비아의 빈곤율은 2016년 기준 36%로 중남미 국가에서 온두라스(43%) 다

음으로 높다. 볼리비아 농촌 지역의 빈곤율은 2014년 기준 약 30%로 도시 지

역의 빈곤율보다 약 3배 정도 더 높다. 볼리비아는 한국의 제1차(2012~2015), 

제2차(2016~2020)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에서 중

점협력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중점협력 분야에는 농업 및 지역개발 분야가 포

함되었다. 

○ 볼리비아의 빈곤 현황 및 한국의 지원 기조를 미루어 볼 때, 향후 개발협력 분

야에서 한국의 대볼리비아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현재까지 볼리비아의 농업 및 농촌개발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가 부족한 상황이며, 현실적인 개발협력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에서 본 연구는 볼리비아의 농업 및 농촌이 직면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

하고 전략적 중점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대볼리비아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볼리비아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한국의 지원 방향 및 중점 지원 분

야 등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볼리비아의 국가개발 전략서,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볼리비아 지원 전략,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 및 지

원실적 등 다양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볼리비아의 정부 기관

인 농림혁신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nnovation: 

INIAF)과 함께 주요 농산물인 감자와 퀴노아에 대한 가치사슬 분석을 시도하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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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를 토대로 대볼리비아 농림업 분야의 개발협력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

향을 설정하고, 나아가 중점 분야와 분야별 세부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 볼리비아 농업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농업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첫째, 마을 또는 지역 단위의 소규모 저수지 

및 관개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농업용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

리나라의 우수한 종자개량 기술을 바탕으로 현지 기후 및 토양에 적합한 품종

을 개발하고 이를 대량생산하여 농민의 종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기술, 수확 후 관리, 시비법, 토양 관리 등 농업생산 기술의 전수와 

보급을 통해 농업생산성 증대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볼리비아의 농업 분야 개발협력 전략에서 농업정책 수립 및 정부의 역량 강화

는 필수적이다. 볼리비아가 수요로 하는 농업재해보험, 농지제도, 농업금융, 

농식품 영양 및 안전, 협동조합 구축에 관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컨설팅 사업으

로 만들어진 농업정책, 법, 제도 등이 향후에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중앙정

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 역량 강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농민조직화를 통한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볼리비아는 농민주도의 농업협동조합이 발전하였고 현재 조합의 조직화 수준

은 낮을뿐더러 조합의 역할 또한 한정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민들

이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

을 함양하고, 가치사슬 측면에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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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볼리비아 정

부가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 내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소수

민족과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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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Bolivia

Research Background

Bolivia's poverty rate is 36% in 2016, the second-highest in Latin 
America after Honduras (43%). The poverty rate in its rural areas is about 
30% in 2014, about three times higher than in urban areas. Bolivia was 
selected as a key partner country for Korea's first (2012-2015) and second  
(2016-2020)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Also, agricul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were one of the key areas of cooperation during the 
period. 

Given the current state of poverty in Bolivia and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wards the country,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continue to maintain its support to Bolivia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operation. Nevertheless, there is a lack of in-depth research on Bolivia’s 
agriculture sector and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This study aims to 
thoroughly analyze the problems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ector in Bolivia, identify strategic key areas of cooperation, and establish 
Korea'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the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Bolivia.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Bolivia’s Economic and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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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Development Plan 2016-2020, country partnership strategies 
established by major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Korea’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and past assistance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Also, along with the Bolivian 
government agency, th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nnovation (INIAF) attempted to analyze the value chains of the leading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potato and quinoa.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et goals and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Bolivia and presented detailed tasks for each major field. 

Findings 

The foremost priority of agriculture in Bolivia is to strengthen its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First, 
there is a need to improve farmers’ access to agricultural water by 
establishing small reservoirs and irrigation facilities at the village or 
regional level. Second, based on Korea's superior seed breeding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eties suitable for local climate and soil and to 
produce them to enhance Bolivian farmers' access to seeds. Beside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through the 
transfer and dissemination of agricultural technologies, such as production 
technology, post-harvest management, fertilization, and soil management.

It is essential to support the capacity of the Bolivian government in 
establishing its  agricultural policies. Policy consulting support is necessary 
on Bolivia's demand for agricultural disasters, farmland systems, 
agricultural finance, agri-food nutrition and safety, and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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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agricultural policies 
created by the policy consulting project, the capacity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f Bolivia should be strengthen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ies 
through farmer organizations. In Bolivia, farmer-led agricultural 
cooperatives have developed. Their organizational level is low and their 
role is limited. It is required to organize agricultural cooperatives focusing 
on the crops that farmers cultivate and to foster their awareness of the local 
community and further support to solve the problems that they face in the 
value chain. In addition, training for cooperatives, such as co-production 
and co-sales, needs to be supported. And the Bolivian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se efforts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policies on the 
cooperative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foster cooperatives in rural 
areas to cultivate local community awareness and to increase opportunities 
of minority and vulnerable groups for their soci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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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허장 외(2018)가 수행한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

략 수립의 2차년도 과제로 수행되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농림업부문 ODA 사

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협력전략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역할

을 통한 재원조달, 가치사슬 및 이해관계자 분석 등 새로운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또한 정부정책, 개발수요, 수원태세, 비즈니스 여건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세부지

표를 바탕으로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여 농림

업 분야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였다. AHP 분석 결과 아시아, 아프리

카, 남아메리카 등의 지역에서 총 16개 중점협력국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중남미 

지역에서는 볼리비아와 파라과이가 농림업부문 중점협력국가로 포함되었다. 이

러한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에 대한 중점협력 분야 및 협력전략 수립을 위해 허

장 외(2018)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이용해 본 후속연구를 진행하였다.   

볼리비아의 빈곤율은 2016년 기준 36%로 중남미 국가에서 온두라스(43%) 다

음으로 높은 국가로 꼽힌다. 또한 볼리비아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1)는 2012년 이후 0.6 정도로 집계되는데 이는 전체 188개국 중 118위



4 |

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볼리비아 농촌 지역의 빈곤율은 2014년 기준 약 30%

로 도시 지역의 빈곤율인 10.5%와 비교하여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2) 따라서 

볼리비아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민 소득증대와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 및 농촌 분야 개발협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볼리비아는 한국의 제1차(2012~2015), 제2차(2016~2020)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에 중점협력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중점협력 분야에는 농

업 및 지역개발 분야가 포함되었다. 현재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한국국제협력

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

으로 참여하여 농기자재, 농업용수, 농업개발 등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볼리비아의 빈곤 현황 및 한국의 지원 기조를 미루어 볼 때, 향후에도 한국의 대

볼리비아 국제개발협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개발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

이며, 현실적인 개발협력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리비아의 

농업 및 농촌개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가개발 전략에 따른 농업 및 농

촌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전략적 핵심협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1) 인간개발지수(HDI)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이 매년 문자해독률과 평균수명, 1인당 실질국민소득 등을 토대로 각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임(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main.do: 2019. 11. 3.). 

2)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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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본 연구는 볼리비아의 농업 및 농촌이 직면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 중점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대볼리비아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개발협력사업의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의 원조 효과성 제고 및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3. 범위, 방법, 주요 구성

본 연구는 교육, 보건, 농업 등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농업 및 농촌 분야

에 국한하였다. 볼리비아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한국의 지원목표 및 기본방향 등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볼리비아의 국가개발 전략서,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

구 등 국제사회의 볼리비아 지원 전략,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 및 지원실적 등 다양

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볼리비아의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점

과 현황을 파악하고 중점추진 분야 및 세부추진 과제를 설정하기 위하여 볼리비아

의 정부기관인 농림혁신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and Forestry 

Innovation: INIAF)과 함께 볼리비아 주요 농산물의 가치사슬  분석을 시도하였

다. 또, 세부추진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 기존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ODA 지원경

험을 바탕으로 실제 ODA 사업의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안들도 반영하였다. <그

림 1-1>은 위와 같은 연구의 흐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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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볼리비아의 농업 생산, 농지, 용수 

및 인프라, 농촌 인구, 농산물 교역 등 농업·농촌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

는 볼리비아의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ODA 수원 현황을 분석하고, 개발협력 

추진체계를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볼리비아 국가개발 전략에 따른 농업 및 농

촌개발 분야 목표를 검토하여 수원수요를 파악하였다. 또한 주요 공여국과 국제

기구 등 국제사회의 대볼리비아 지원 전략과 주요 추진사업 분석을 통해 수원수요

와 공급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에 실제 적용 가능한 개발협

력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치사슬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

는 우리나라의 대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 개발협력사업의 추진실적을 검토하고 우

리나라의 비교우위를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볼리비아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개발협력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 중점 분야와 분야

별 세부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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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남미 또는 중남미 지역의 농업환경 및 개발협력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

어지고 있으나 볼리비아 국가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다. 특히, 볼리비아의 농업 분야에 국한하여 개발협력 전략을 연구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허장 외(2011)는 볼리비아를 포함한 6개국의 농업 및 농촌 현황에 대한 기초조

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볼리비아의 농업 및 농촌개발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개발협력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개발전략연구소(2017)는 중남미 3개국3)에 대하여 

국가별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들 3개국에 대한 공통적인 추진 분야는 1) 소농의 생산성 제고(농

업기술 개발 및 보급, 농민조직화, 농자재, 농업금융 및 영농교육 제공), 2) 수자원 

기반구축(지표수 및 지하수 개발, 관개시설 구축, 수자원 마스터플랜 수립), 3) 농

촌종합개발(농촌지역의 소득원 창출 및 다양화 제공), 4) 환경자원의 보존(친환경 

농업, 혼농임업 및 비목재임산물의 생산)을 포함한다. 특히, 볼리비아의 중점협력 

분야로는 1)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관개시설 공급과 영농기술 보급 및 교육, 2) 

농축산물 내수시장 공급 및 수출증대가 선정되었다. 또한 중점협력 분야별 세부 

사업으로 종자 개발연구를 통한 식량 작물 생산성 향상, 농산물의 상품화 및 수출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중남미 3개국 농업 및 농촌 분야 개발목표와 한

국의 농림업 분야 ODA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중점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업뿐만 아니라 볼리비아 국가 전반에 대한 개발협력 전략의 대표적인 선행연

3) 파라과이, 볼리비아, 니카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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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김세원 외(2014)와 권기수 외(2012)가 있다. 김세원 외(2014)는 한국의 대볼리

비아 국가협력전략(CPS)의 운용 체계를 개선하고 향후 협력전략에 대한 구체적

인 방안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국의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에 따

른 중점지원 분야 및 사업형태별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볼리비아 

CPS 이행 현황 및 체계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국의 환경 및 문

화적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 전략 및 사업수행 방안 등 기존 CPS의 개선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CPS 중 중점 지원 분야로 선정된 농업 분야 협력사업

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CPS의 개선 및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권기수 외(2012)는 중남미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개발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분

야별 ODA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라과이, 볼리비

아,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등 7개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여 개발협력 수

요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비교우위와 중점협력국의 수원 능력을 반영한 실현 가

능성, 국가경쟁력지수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 교육 및 훈련, ICT 등을 주

요 협력가능 분야로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협력가능 분야별 협력 방안을 제시하

였는데, 환경 분야에서는 한국의 환경 ODA에 대한 이미지 제고, 환경보호 교육훈

련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환경 ODA의 지원 분야 다각화, 지역개발은행과의 환경 

ODA 협력 확대, 삼각협력을 통한 환경 ODA 추진 등이 있다. 직업훈련 분야에서

는 수원국의 전략산업부문에서의 교육훈련사업, 삼각협력을 통한 한-칠레 산업기

술훈련센터 설립, 직업훈련 교수들의 역량 강화 사업, 기업과 원조기관의 공동 직

업훈련 프로그램 추진, 중남미 지역개발은행과의 공동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진 

등이 도출되었다. ICT 분야에서는 한·중남미 ICT 협력포럼 설립 및 협력기금 조

성, 중남미 ICT R&D Think Tank Initiative 구축, 한·중남미 ICT 융합형 산업협력 

추진,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FEALAC) 차원에서의 ICT 협력프로그램 주도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농업 분야 개발수요를 분석하고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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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선행연구 검토에서 볼 수 있듯이 볼리비아의 개발협력 전략에 관한 연구는 

개발전략 수립에 대한 필요성, 협력 가능한 지원 분야의 단순한 제시 등 심층적이

고 구체적이지 못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기존의 농업 분야 개발협력 전략연

구에서는 볼리비아 국가정책 및 전략서만 의존해 한국의 중점 지원 분야 및 전략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의 심층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한국의 대볼리비아 농업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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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농업 현황

1. 국가 현황

1.1. 일반 현황

볼리비아의 정식 국명은 볼리비아 다민족국(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이

며, 2009년 볼리비아 공화국(Republic of Bolivia)에서 국명이 변경되었다. 볼리비

아는 남미 대륙의 중부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동북쪽으로는 브라질, 동남쪽으로

는 파라과이, 남쪽으로는 아르헨티나, 서쪽으로는 칠레, 북서쪽으로는 페루와 국

경을 접하고 있다<그림 2-1>. 지형은 크게 산악과 고원으로 이루어진 서부의 고지

대와 동부의 저지대로 구분된다. 서부 고지대에는 안데스(Andes) 산맥이 관통하

며 안데스 고원 지역의 평균해발고도는 약 3,600m이다(외교부 2016). 

볼리비아의 저지대에서는 열대 기후가, 고지대에서는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다

양한 기후패턴을 가지고 있으나, 계절적 변화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수도인 

라파스(La Paz)는 고산 기후로, 건기인 6~8월의 평균 기온은 3~17℃이며 우기인 

12~3월의 평균 기온은 7~20℃를 보인다. 서부 고원지대의 기후는 온난 건조한 편

이며, 동부의 밀림 저지대는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를 보인다(외교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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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의 전체 면적은 약 110만 ㎢로 한반도의 5배에 달한다.4) 볼리비아의 

전체 인구수는 약 1,135만 명5)이며 인종은 메스티소(69%), 케추아(13%), 아이마

라(12%), 기타(6%)로 구성되어 있다(외교부 2016).

그림 2-1  볼리비아 지도

자료: Sustainable Bolivia 웹사이트.6)

4)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 2019. 3. 25.).

5)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019. 11. 18.).

6) Sustainable Bolivia 웹사이트(http://www.sustainablebolivia.org/bolivia.html: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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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의 행정수도는 라파스이며, 수크레(Sucre)는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헌

법상의 수도이다. 볼리비아의 행정구역은 라파스, 산타크루스(Santa Cruz), 포토

시(Potosi), 베니(Beni), 판도(Pando), 추키사카(Chuquisaca), 타리하(Tarija), 코차

밤바(Cochabamba), 오루로(Oruro)를 포함한 총 9개 주(Departamento)로 구분되

며, 각 주에는 주도가 존재한다<그림 2-2>. 볼리비아의 언어는 스페인어(69.4%), 

케추아어(17.43%), 아이마라어(10.6%) 등으로 2009년에 마련된 신헌법에 따라 

총 37개 언어가 공용어로 통용된다. 전체 국민의 76.8%는 천주교에 해당하며, 이

외 개신교(16%)가 주를 이룬다(외교부 2016).

그림 2-2  볼리비아 행정구역

자료: Sustainable Bolivia 웹사이트.7)

7) Sustainable Bolivia 웹사이트(http://www.sustainablebolivia.org/bolivia.html: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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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치체제

볼리비아는 182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임기 5년의 대통령 중심제

를 채택해오고 있다. 에보 모랄레스(Juan Evo Morales) 대통령은 2006년 당선되

어 2019년 10월까지 연임하였으나, 11월에 사임하였다. 볼리비아의 의회는 양원

제로 구성되며, 주요 정당은 사회주의운동당(Movement for Socialism: MAS)과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 PDC)이다.8)

볼리비아는 정권 교체에 따라 정치기조도 함께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과거 태평양 전쟁(1879~1883)에서 패배하여 칠레에서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여 태평양 진출 통로를 확보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에 집권

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반식민주의, 반신자유주의, 다극 체제 세계질서 구축

으로 특징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볼리비아는 베네수엘라, 에

콰도르 등과 함께 중남미 국가에서 좌파적인 성향을 보인다(외교부 2016).

볼리비아와 미국의 외교적 관계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볼리비아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필요한 원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국영광물자원공사

(Corporacion Minera de Bolivia: COMIBOL), 항공회사(LAB), 전기회사(ENDE) 

등 국영기업체에 대한 개발 차관을 제공하였다. 1980~90년대에 들어와 볼리비아

와 미국의 관계는 주로 경제협력에 집중되었으며 미국은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세계은행(World Bank: 

WB),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원

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1995년 미국이 볼리비아에 대한 원조와 연계하여 마약

의 주원료인 코카 재배의 제한, 대체 작물의 개발 지원 등 코카 생산의 통제를 요구

하였다. 이에 따라 코카 재배 농민의 반발이 거세지기 시작하였고, 2006년 코카재

배조합 위원장 출신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취임되면서 볼리비아와 미국의 관

8)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http://www.emerics.org/www/main.do?systemcode=06: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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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악화되었다.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코카잎의 사용 합법화를 추구하면서 

2008년에는 주볼리비아 미국대사를 추방, 2013년에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를 추방하는 등 적극적인 반미 정책을 추진하였다(외교부 2016). 

또한 볼리비아는 주권적 해양진출로 확보, 자주적 지역통합, 생물다양성과 수

자원에 대한 국제적 보호, 기후변화 문제 대응, 해외 사회운동단체와의 관계 구축 

등을 위한 대외정책을 추구해오고 있다. 해양진출권을 둘러싼 볼리비아와 칠레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볼리비아는 과거 칠레와의 태평양 전쟁(1879~1883년)에서 

패배하여 유일한 해양통로인 아타카마(Atacama) 지역을 칠레에 빼앗겨 내륙국이 

되었다. 이후 볼리비아는 양자 교섭 및 정상회담, 다자기구를 통한 중재, 국제사법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회부 등을 통해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

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볼리비아의 주권 행사에 대한 양국 간 입장이 상

이하여 단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전히 양국은 국경

지역의 수자원 사용권을 둘러싸고 대립 중에 있다(외교부 2016). 

한국과 볼리비아는 1965년 4월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주볼리비아 한국대사

관은 1998년 공관 철수 후 2008년에 재개설되었으며, 주한 볼리비아대사관은 

1995년 공관 철수 후 2014년에 재개설되었다. 한국과 볼리비아는 현재까지 자유

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큰 교류도 없는 상

황이다(외교부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높

이 평가하여 현재 양국 간 유·무상 분야에서 개발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 및 기술 지원 등 관련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증진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볼리비아는 한국의 제1기(2015~2015) 및 2기(2016~2020) 

중점협력국가로 선정되어 향후 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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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제 현황

2006년 에보 모랄레스 정부 수립 이후 경기부양책, 주요 교역국인 아르헨티나

와 브라질의 경제성장,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인해 

볼리비아는 2013년까지 평균 5%대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

나 2014년 이후 볼리비아의 경제 성장률은 다소 하락하는 추세로, 2019년 기준 경

제 성장률은 4.2%를 기록하였다. 2019년 기준 볼리비아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450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은 3,942달러로 나타났

다<표 2-1>. 볼리비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년 4.1%를 기록한 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4.2%를 기록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 2019: 362).

표 2-1  볼리비아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2015~2019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GDP(억 달러, USD) 332 342 378 418 450 

1인당 GDP(달러, USD) 3,099 3,138 3,413 3,719 3,942 

경제성장률(%) 4.9 4.3 4.2 4.3 4.2 

소비물가상승률(%) 4.1 3.6 2.8 3.2 4.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362)을 토대로 저자 작성. 

2014년 이후 볼리비아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비교해보면 경상수지 적자가 있기

는 하지만 그 규모도 크지 않고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2-2>. 

2018년 기준 볼리비아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약 95억 달러, 94억 달러를 기록

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한국수출입은행 2019: 362).

표 2-2  볼리비아의 수출입액 추이(2014~2018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 8,684 7,000 7,753 8,825 9,494 

수입 9,072 7,888 8,621 8,834 9,432 

경상수지 -1,936 -1,932 -2,374 -1,415 -1,38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362)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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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의 주요 수출품은 천연가스, 아연, 금, 대두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 플라스틱 등이다. 2017년 기준 볼리비아의 주요 수출국

(수출액 기준)은 브라질(17.1%), 아르헨티나(16.8%), 인도(8.1%), 미국(8%), 일본

(7.4%), 한국(6%)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21.9%), 브라질(16.8%), 아르헨티

나(11.8%), 미국(9.2%), 페루(6.8%) 등이다.9)

볼리비아의 외환보유액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기준 약 

6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총 외채잔액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 156억 달러를 기록하여 대외채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한국수출입은행 2019: 362).

표 2-3  볼리비아의 외채 추이(2015~2019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외환보유액 11,601 8,487 8,474 7,104 6,304 

총 외채잔액 9,906 11,008 12,664 14,170 15,57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362)을 토대로 저자 작성. 

한국과 볼리비아는 1965년 4월에 수교하였으며, 이후 문화협정(’72), 경제기술

협력협정(’86), 투자보장협정(’97),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01), 봉사단파견협정

(’12). 무상 원조기본협정(’14),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17) 등

을 체결하였다. 양국 간 무역 현황을 보면 한국의 볼리비아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기호식품, 농약 및 의약품으로 수출액은 2015년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수출액은 약 6,6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표 2-4>. 반면 한국의 

볼리비아 주요 수입품은 기타금속광물, 아연광, 식물성 물질 등이며 수입액은 동

기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수입액은 약 4.3억 달러로 볼

리비아는 한국과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9: 362).

9) 주볼리비아 대한민국대사관 웹사이트(http://overseas.mofa.go.kr/bo-ko/index.do: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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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한국의 대볼리비아 수출입액 추이(2015~2017년)

단위: 천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수출 90,337 66,339 65,707 

수입 244,670 393,905 432,19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362)을 토대로 저자 작성. 

1.4. 인구 및 사회 현황

볼리비아의 경제활동인구10)는 2018년 기준 약 5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6%를 차지한다<표 2-5>(한국수출입은행 2019: 362). 실업률은 2014년에 2.0%

를 기록한 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기준 3.5%를 기록하였다.11)

표 2-5  볼리비아의 경제활동인구 추이(2016~2018년)

구분 2016 2017 2018

경제활동인구 5,298,192 5,202,337 5,312,765

전체 인구수 11,031,813 11,192,854 11,353,14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9: 362)을 토대로 저자 작성. 

볼리비아는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 중 1인당 GDP가 최하위권 수준으로 인접 

국가와 비교하여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관계부처합동 2016: 3). 2016

년 기준 볼리비아의 빈곤율12)은 36.4%로 중남미 지역 국가 중 온두라스(43.6%) 

다음으로 빈곤율이 높은 국가로 꼽히고 있다. <표 2-6>에서 볼 수 있듯이 2012년 

43.3%의 빈곤율 이후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큰 폭으로 개선

이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주민 인구의 빈곤 문제

10)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실업자와 취업자를 합한 인구수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main.do: 2019. 11. 7.). 

11)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019. 3. 28.).

12) 15세 이상 전체 고용 인구 대비 일일 소득이 3.1달러(구매력 기준) 미만인 인구의 비율(World 

Bank Ope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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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각한 편이다(관계부처합동 2016: 3).

볼리비아의 인간개발지수(HDI)는 2012년 이후 0.6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이

는 전체 188개국 중 118위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 기준 볼

리비아의 평균수명은 69세로 나타나고 있다.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30여 명 

정도로 한국이 3명, 북한이 19명 정도임13)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생시설을 사용하는 인구의 비중 또한 50% 정도로 생활환경 또한 매

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의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해결

과제로 원주민,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교육 및 보건 서비스 개선,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이 손꼽히고 있다.

표 2-6  볼리비아의 주요 사회지표 추이(2012~2016년)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2015 2016

빈곤율 % 43.3 38.9 39.1 38.6 36.4

인간개발지수(HDI) - 0.654 0.658 0.662 0.681 0.689

평균수명 세 67.9 68.4 68.8 69.1 69.5

초등학교 순등록률 % 100 99 97 97 98

중등학교 순등록률 % 83 85 85 86 86

영유아 사망률(1,000명당) % 33.8 32.6 31.5 30.5 29.5

안전한 식수접근 가능 인구비율 % 88.05 89.20 90.00 92.9 -

향상된 위생시설 사용 인구 비율 % 48.40 49.30 50.20 52.6 -

자료: World Bank Open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14)

13) Unicef Data(https://data.unicef.org/country/prk/: 2019. 11. 20.).

14)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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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및 농촌 현황

2.1. 농업생산

중남미 주요 국가의 농업 생산액을 비교하면 볼리비아의 농림수산 생산액은 

2016년 기준 약 38억 달러 수준으로 가장 낮은 엘살바도르(14억 달러)에 이어 매

우 낮은 수준이다<표 2-7>.15)

표 2-7  중남미 주요 국가의 농림수산업 생산액 추이

단위: 10억 달러(명목기준)

 국가 1995 2005 2016

볼리비아 1.04 1.12 3.79

브라질 38.55 41.47 87.89

파라과이 1.67 1.36 3.87

아르헨티나 13.80 15.77 34.92

칠레 5.4 5.08 9.99

페루 4.28 5.21 13.30

엘살바도르 1.02 0.90 1.36

자료: World Bank Open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16)

2016년 기준 볼리비아의 농림수산업 전체 생산액(약 38억 달러)은 총 GDP의 

약 11%를 차지한다. 1995~2005년 기간 농림수산업 총 생산액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 반면, 2005~2016년 기간에는 급격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2005년 대비 

3배 이상 농림수산업 총 생산액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농림수

산업의 비중은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는 농림수산업부문에 비해 국가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더 높았음을 보여준다. 1인당 농림수산업 생산액은 1,721달

러로 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의 평균 생산액인 6,750달러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

준이다<표 2-8>.17)

15)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019. 3. 28.).

16)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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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볼리비아의 농림수산업 생산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달러***

구분 1995 2005 2016

농림수산업 생산액* 1.04 1.12 3.79

전체 GDP 대비 농림수산업 비중** 14.85 11.79 11.17

농림수산업 성장률** 1.40 4.98 3.13

1인당 농림수산업 생산액(실질 GDP, 2010)*** 1,113 1,251 1,721

 자료: World Bank Open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18)

2.1.1. 주요 작물

볼리비아의 주요 농산물은 크게 감자, 옥수수, 밀 등 전통적인 식량작물과 대두, 

사탕수수, 면화 등 수출 목적의 경제작물로 구분된다. 2017년도 기준 볼리비아의 

감자 생산량은 약 117만 톤 수준으로 2014년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볼리비아에서 감자의 단수는 6.4톤/ha로(Zaconeta 

2019a), 한국의 22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19)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볼리비아의 1인당 연간 감자소비량은 110kg으로(Zaconeta: 2019a), 2017년 

기준 세계 1인당 감자 소비량인 약 51kg 대비 2배에 달한다(윤선희 2019). 

볼리비아에서 대부분의 농가는 소규모 형태로 식용 및 판매를 목적으로 감자를 

재배하고 있다. 감자는 볼리비아의 핵심 식량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감자의 자급률과 식량안보를 제고하기 위

해서는 씨감자 생산 시스템 구축 및 생산량 증대가 볼리비아 농업의 중요한 해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감자와 함께 주요 식량작물인 옥수수의 생산량과 재배면

적은 2017년 기준 각각 100만 톤, 43만 ha로 집계되고 있다.20)

경제작물인 사탕수수의 생산량은 2000년대 300만 톤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

17)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019. 3. 28.).

18)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019. 3. 28.).

19)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4

06: 2019. 11. 18.).

20)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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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2010년도 이후 약 2.7배 증가하였다. 사탕수수는 Santa Cruz주를 포함한저

지대인 동부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된다(외교부 2016: 90). 2017년 기준 사탕수수

의 전체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은 각각 15만 ha, 52.9톤/ha, 805만 톤으로 집계되

고 있다<표 2-9>. 대두는 볼리비아의 옥수수와 함께 대표적인 경제작물로 가장 큰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생산량의 약 30%는 사료용  목적으로 이용되며 

나머지는 많은 부분 페루와 브라질 등 인접 국가로 수출된다. 볼리비아의 대두 생

산량은 2000년도 72만 톤, 2013년도 110만 톤을 기록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이다. 2017년 기준 대두의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은 약 126만 ha, 2.3톤

/ha, 302만 톤을 기록하였다.21) 

표 2-9  볼리비아 주요 작물의 생산 현황 및 추이(2014~2017년)

단위: 재배면적(천ha), 단수(1톤/ha), 생산량:(1,000톤)

구분 품목 구분 2014 2015 2016 2017

식량
작물

감자

재배면적 176 179 181 182

단수 6.0 5.8 5.9 6.4

생산량 1,064 1,058 1,073 1,174

옥수수

재배면적 463 441 394 432

단수 2.1 2.3 2.4 2.3

생산량 1,006 1,056 984 1,004

경제
작물

사탕
수수

재배면적 148 145 146 151

단수 51.0 49.4 50.5 52.9

생산량 7,598 7,192 7,374 8,049

대두

재배면적 1,282 1,322 1,336 1,263

단수 2.1 2.3 2.3 2.3

생산량 2,814 3,105 3,203 3,018

자료: FAO STAT을 토대로 저자 작성.22)

21)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 2019. 3. 25.).

22)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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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곡물류

2017년 기준 볼리비아 곡물의 생산량은 옥수수(100만 4,000톤), 수수(55만 

6,000톤), 쌀(47만 2,000톤) 순으로 많았다<표 2-10>.  볼리비아에서 쌀은 주로 산

타크루스(Santa Cruz)와 베니(Beni)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보리는 맥주의 원

재료로 이용된다. 품목별 생산 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 수수, 밀, 귀리의 생산량

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곡물부문의 생산량 또한 하락하였다.23) 

표 2-10  볼리비아 곡물류의 생산 현황 및 추이(2014~2017년)

단위: 재배면적(천ha), 단수(1톤/ha), 생산량:(1,000톤)

품목 구분 2014 2015 2016 2017

옥수수

재배면적    463     441     394     432 

단수      2.1      2.3      2.4      2.3 

생산량   1,006   1,056   984   1,004 

수수

재배면적     275   287     280     282 

단수     2.3     2.9    2.8 1.9 

생산량   656   858   802   556 

쌀

재배면적     174     166     163     172 

단수     2.7 3.1   2.5     2.7 

생산량   484   527   406   472 

밀

재배면적     149     196     229     174 

단수    0.1   0.1     0.1      0.8 

생산량   159   335   329   154 

퀴노아

재배면적     110     120     110     110

단수   0.5   0.6    0.5   0.6 

생산량  67  75  65  66 

보리

재배면적     56     55     55     53 

단수  0.7    0.9        0.8     0.8  

생산량   44   51   45   45 

귀리

재배면적     15     17     15     14 

단수    1.8    1.6   1.5    1.4 

생산량   28   27   24   21

호밀

재배면적 0.3  0.4  0.3 0.3 

단수      0.7     0.8     0.8     0.8 

생산량   0.2   0.3    0.2    0.2 

자료: FAO STAT을 토대로 저자 작성.24)

23)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 2019. 3. 25.).

24)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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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채소류

2017년 기준 볼리비아의 채소 생산량은 건조 양파(8.5만 톤), 토마토(6만 톤), 

당근(4만 톤), 콩(4만 톤), 호박(2.5만 톤) 순으로 많았다<표 2-11>. 최근 4년간 건

조 양파, 당근, 콩, 녹색 옥수수, 고추의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토마토, 호박, 완

두콩, 상추, 오이의 생산량은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다.25) 

표 2-11  볼리비아 채소류의 생산 현황 및 추이(2014~2017년)

단위: 재배면적(ha), 단수(kg/ha), 생산량(톤)

 품목  구분 2014 2015 2016 2017

건조 양파 
재배면적 7,285 7,381 7,467 7,471
단수 10,527 10,958 10,686 11,317
생산량 76,696 80,884 79,794 84,556

토마토 
재배면적 4,457 4,614 4,664 4,691
단수 13,724 13,802 13,192 12,596
생산량 61,171 63,683 61,531 59,090

당근 
재배면적 3,293 3,657 3,599 3,627
단수 10,839 11,347 10,888 11,085
생산량 35,693 41,496 39,188 40,207

콩 
재배면적 25,819 26,440 26,780 14,347
단수 1,504 1,405 1,405 2,674
생산량 38,845 37,167 37,629 38,371

호박 
재배면적 3,675 3,222 3,233 3,248
단수 7,500 7,967 7,403 7,572
생산량 27,565 25,672 23,934 24,596

녹색 옥수수 
재배면적 8,412 9,176 9,298 9,369
단수 2,595 2,788 2,578 2,493
생산량 21,831 25,588 23,970 23,360

완두콩 
재배면적 16,143 16,586 16,797 16,840
단수 1,386 1,364 1,346 1,275
생산량 22,380 22,639 22,617 21,478

상추 
재배면적 2,941 2,777 2,810 2,762
단수 6,967 6,837 6,543 6,420
생산량 20,490 18,987 18,388 17,732

고추 
재배면적 5,473 4,053 4,098 4,053
단수 2,373 2,766 2,765 2,885
생산량 12,988 11,212 11,332 11,695

오이 
재배면적 592 565 573 517
단수 7,444 8,571 8,523 8,591
생산량 4,407 4,843 4,884 4,442

자료: FAO STAT을 토대로 저자 작성.26)

25)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 2019. 3. 25.).

26)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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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과일류

2017년 기준 볼리비아의 과일 생산량은 플랜틴 바나나(48만 톤), 바나나(29만 

톤), 귤(22만 톤), 오렌지(19만 톤), 파인애플(9만 톤) 순으로 많았다<표 2-12>. 최

근 4년간 전반적으로 품목별 과일 생산량은 일정하거나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다<표 2-12>.27) 

표 2-12  볼리비아 과일류의 생산 현황 및 추이(2014~2017년)

단위: 재배면적(ha), 단수(kg/ha), 생산량(톤)

품목 구분 2014 2015 2016 2017

플랜틴 바나나 
재배면적 39,172 39,976 40,461 40,944
단수 10,911 11,156 11,291 11,768
생산량 427,426 446,000 456,847 481,840

바나나
재배면적 18,601 19,670 19,837 20,191
단수 15,230 14,856 15,102 14,344
생산량 283,310 292,221 299,580 289,636

귤
재배면적 25,705 26,481 26,796 26,632
단수 7,741 8,047 8,423 7,909
생산량 199,001 213,116 225,712 210,642

오렌지
재배면적 22,135 22,675 22,864 22,857
단수 8,119 8,022 8,095 7,876
생산량 180,021 179,722 181,902 185,093

파인애플
재배면적 4,777 4,933 5,025 4,995
단수 17,522 16,827 16,966 17,221
생산량 83,707 83,009 85,256 86,022

수박
재배면적 4,463 4,178 4,291 4,408
단수 13,431 13,478 13,433 13,358
생산량 59,944 56,311 57,643 58,882

복숭아
재배면적 8,289 8,468 8,568 8,309
단수 6,313 6,416 6,469 6,504
생산량 54,043 52,334 54,338 55,434

레몬
재배면적 4,263 4,301 4,329 4,336
단수 7,450 7,492 7,458 7,553
생산량 32,751 31,762 32,226 32,288

포도
재배면적 427 450 435 438
단수 8,690 8,822 8,737 8,632
생산량 3,711 3,970 3,801 3,781

망고
재배면적 2,106 2,117 2,144 2,145
단수 8,237 7,927 8,021 8,404
생산량 17,349 16,782 17,198 18,028

자료: FAO STAT을 토대로 저자 작성.28)

27)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 2019. 3. 25.).

28)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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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축산

축산물은 볼리비아 국민의 주요 식량원으로 넓은 목초지와 적합한 기후 환경을 

바탕으로 주로 동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볼리비아의 주요 축산은 소, 양, 돼

지, 염소, 닭이며 최근 4년간 품목별 두수량은 증가하였다<표 2-13>. 주요 축산품

은 달걀, 우유,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이며 최근 4년간 소고기, 돼지고기, 가

금류, 달걀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유의 경우 2015년 이후 

생산량이 하락하였으나 2017년에 들어와 예전의 생산량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다<표 2-14>.29) 

표 2-13  볼리비아의 주요 축종별 두수 추이(2014~2017년)

단위: 천 두(수)

품목 2014 2015 2016 2017

소 8,798 8,948 9,119 9,304

양 7,406 7,453 7,426 7,442

돼지 2,805 2,855 2,906 2,951

염소 2,156 2,181 2,209 2,210

닭 192,838 196,606 201,557 215,732

자료: FAO STAT을 토대로 저자 작성.30)

표 2-14  볼리비아 주요 축산품의 생산량 추이(2014~2017년)

단위: 천 톤

품목 2014 2015 2016 2017

소고기 224 243 252 260

돼지고기 92 93 100 106

가금류 373 506 527 532

우유 607 619 594 608

달걀 76 90 101 110

자료: FAO STAT을 토대로 저자 작성.31)

29)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 2019. 3. 25.).

30)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 2019. 3. 25.).

31)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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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지, 용수 및 인프라

볼리비아의 농지는 약 3,748만 ha로 전체 국토 면적의 약 35%를 차지한다. 국민

의 1인당 경작지 면적은 2016년 기준 0.4ha이다<표 2-15>. 농지 이용 현황을 보면 

경작지, 영년생 토지, 목초지의 면적은 각각 424만 ha, 3,300만 ha, 24만 ha로 보고

된다.32)

표 2-15  볼리비아의 농지 현황

단위: %, ha

구분 1995 2005 2016

전체 국토 면적 대비 농지 비중 33.78 34.12 34.78

전체 토지 면적 대비 경작지 비중 2.4 2.90 4.11

1인당 경작지 면적 0.34 0.41 0.40

자료: World Bank Open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33)

볼리비아는 지난 50년 동안 토지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토지 소유의 불평등 정도가 높으며, 빈곤층의 토지 접근

성이 취약한 편이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의 농지 관련 해결과제로 토지 및 천연자

원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소규모 농가 및 여성의 토지권리 강

화 등이 남아있다. 또한 대규모 농가의 토지 거래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나 소규모 

농가 또는 소득이 낮은 농가의 토지 거래는 저조한 편이다. 볼리비아 토지 시장의 

장애 요인으로는 분할된 토지 구조, 토착집단 및 빈농의 토지 접근성 부족, 토지 거

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세금 및 제도적 환경 부족, 고원 지대 내 토지 시장에 관한 

정보 부족, 농촌 지역 내 토지 감정평가를 위한 역량 부족, 토지 등기의 효력성 부

족 등이 존재한다.34)

이에 볼리비아 정부는 토지 재분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 개혁을 적극적으

32) FAO STAT(http://www.fao.org/faostat/en/: 2019. 3. 25.).

33)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019. 3. 28.).

34) World Bank 2006; USAID(재인용)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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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해오고 있다. 1996년 볼리비아는 처음으로 농지개혁법(Law of Agrarian 

Reform)을 입안하였으며, 토지 권리의 합법화, 토지 대장의 발급, 토지 분쟁의 해

결, 토지 분배 등을 추진하였다.35) 2006년에 들어와 볼리비아는 지역사회에 기반

한 토지개혁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토지의 접근성, 토지 행정의 투명한 관

리, 토지 분배, 사유 재산의 보호, 토지 미소유 농가 및 빈곤 토착민 대상 토지 분배 

등을 보장하였다. 나아가 볼리비아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의 우선순위로 토지 보

장 및 등록을 포함하였다. 

이후 볼리비아 정부는 2009년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정립하고 토

지의 등록을 추진하였으며, 나아가 볼리비아 토착민의 집단적이고 관습적인 토지

권리를 인정하였다. 2013년에 들어와 볼리비아 정부는 『보장 및 등록을 위한 국가 

전략 프로그램 2006-2013(National Strategic Plan for Warranting and Titling 

2006~2013)』을 추진하는 등 토지 제도의 정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6)

볼리비아의 관개 및 수자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볼리비아는 티티카카호(Lake 

Titicaca), 포포호(Poopo)가 발원하는 곳이며, 아마존(Amazonian) 유역, 알티플라

노(Altiplano) 유역, 리오(Ri ́o de la Plata) 유역을 포함한 대규모 하천 유역이 존재

하여 수자원이 풍부한 편이다<그림 2-3>. 그러나 볼리비아 인구는 전체 보유 수자

원의 0.4%만을 이용하고 있다.37)

35) World Bank 2006; USAID(재인용) 2011: 5.

36) World Bank 2006; USAID(재인용) 2011: 6-17.

37)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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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볼리비아의 하천 유역

자료: CIA World Factbook.38)

볼리비아 전체 수자원의 81%는 농업용수로 이용되며, 12%는 가정 소비, 7%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다. 볼리비아에서 농업용수는 주로 수로와 배수 시스템

을 통해 공급되며, 현재 5개의 저수지와 수력발전 댐이 존재한다.39) 볼리비아에서 

관개시설이 갖춰진 농지의 면적은 30만 ha로 이는 전체 농경지의 약 0.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1인당 재생 가능한 용수량은 5만 2,719㎥로 나타났다

<표 2-16>.40)

38) CIA(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2019. 9. 26.).

39) World Bank 2004; USAID(재인용) 2011: 10.

40)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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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볼리비아의 관개 현황

구분 단위 1995 2005 2016

관개면적 1,000ha 204 256 300

전체 농경지 대비 관개 면적의 비율(연도) %
0.731

(2008)
0.791

(2011)
0.711

(2014)

1인당 재생가능한 용수량 ㎥ 72,926 60,799 52,719

자료: World Bank Open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41)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가뭄 현상의 증가 등은 볼리비아의 수자원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자원은 균등하게 배

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코차밤바(Cochabamba) 골짜기와 알티플라노(Altiplano)

의 경우 강수량이 낮고 건기가 긴 특징을 보인다. 또한 볼리비아는 장기간의 광산

업과 탄화수소 추출, 농업용 독소 배출로 인해 수인성 질병에 취약한 상황이다. 특

히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에서는 수질 악화와 수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42) 볼리비아의 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안정

적인 용수 공급은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가정 용수와 농업 용수 간의 경쟁 관계

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토착민과 빈곤층의 용수 접근성을 개선하

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43)

볼리비아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는 2009년 설립되

었으며 천연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련 법 및 제도 수립, 관련 사

업의 추진, 관개 업무 등을 담당한다. 환경수자원부는 수자원 공급 및 기초위생국

(Drinking Water and Basic Hygiene), 수자원 및 관개국(Water Resources and 

Irrigation), 환경,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산림국(Environment, Biodiversity, Climate 

Change and Forestry Development and Management)으로 구성된다.44)

41)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019. 3. 28.).

42) World Bank 2004; USAID(재인용) 2011: 10.

43) World Bank 2006; USAID(재인용) 2011: 10.

44) The REDD Desk 웹사이트(https://theredddesk.org/countries/actors/ministry-

environment-and-water-bolivia: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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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정부는 농업 용수시스템 개선을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식점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관개계획(National Irrigation Plan)을 수립하여 제

도적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역 수준의 수자원 관리는 볼리비아 행정분권화

법(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Law)에 따라 각 주에서 수자원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이용자, 농민조직, 토착집단, 대

학, NGO 등과 협력하여 수자원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Viceministerio de Riego 2007). 

또한 볼리비아 정부는 국가수자원관리전략(Water Resources Management National 

Strategy), 국가유역관리계획 및 수자원정보프로그램(River Basin National Plan and 

Water Sector Information Program)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자발적이며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황폐화방지계획(Desertification Prevention Plan)

을 통해 생태계 다양성을 보존하고 협력메카니즘강화계획(Coordination Mechanisms 

Strengthening Plan)을 통해 시민사회와도 협력하고 있다.45)

2.3. 농촌 인구 및 농업노동력

2016년 기준 볼리비아 전체 인구는 1,100만여 명 정도로 그중 농촌 인구는 345

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표 2-17>. 1995년 이후 전체 인구와 함께 농촌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 대비 농촌 인구의 비

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농촌 인구의 비중

은 약 31.3%를 차지하고 있는데, 1995년 40.9%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46) 경

제 및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농촌지역을 벗어나서 도시로 이주하는 이촌향도 현상

이 볼리비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 WordDisk 웹사이트(https://worddisk.com/wiki/Water_resources_management_in_

Bolivia/: 2019. 11. 7.).

46)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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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볼리비아의 농촌 인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1995 2005 2016

농촌 인구 3,113,725 3,307,935 3,448,765

전체 인구   7,622,338  9,232,305  11,032,518 

농촌 인구비율 40.9 35.8 31.3

자료: World Bank Open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47)

2016년 기준 전체 여성 인구의 약 29%, 남성 인구의 28%는 농업에 종사한다. 

이촌향도 현상에 따라 여성 및 남성의 농업 노동력 비중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18>.48) 

표 2-18  볼리비아의 농업노동력 현황

단위: %

구분 1995 2005 2016

전체 여성 고용 인구 대비 농업 종사 여성 인구 비중 40.65 37.10 29.92

전체 남성 고용 인구 대비 농업 종사 남성 인구 비중 40.45 35.93 28.71

자료: World Bank Open Data를 토대로 저자 작성.49)

2.4. 농산물 교역

2017년 기준 볼리비아의 농산물 수출액은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HS:23), 동식

물성 유지(HS:15), 과실·견과류(HS:8), 곡물(HS:10),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

용 식물, 사료식물(HS:12), 음류·주류·식초(HS:22) 순으로 높았다<표 2-19>. 볼리

비아는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 동식물성 유지를 주로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페루 등 인접 중남미 국가로 수출하고 있는 반면, 과실·견과류, 곡물은 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로 주로 수출해오고 있다(<부록1 > 참조).50) 

47)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019. 3. 28.).

48)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019. 3. 28.).

49)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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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볼리비아의 농산물 수입액은 기타조제식료품(HS:21), 제분공업생

산품(HS:11), 곡물·곡분의 조제품(HS:19), 곡물(HS:10), 음료·주류·식초(HS:22) 

순으로 높았다<표 2-19>. 볼리비아는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중남미 인접 국가로부터 기타조제식료품, 제분공업생산물, 곡물·곡분의 조제

품을 수입해오고 있다. 특히 기타조제식료품 및 곡물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상당

량을 수입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록 1> 참조).51)

표 2-19  볼리비아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2017년)

단위: 천 달러

HS 코드 품목 수출액 수입액
01 산동물  - 5,945 
02 육류  6,090 1,555 
04 낙농품 19,555 24,720 
05 기타동물성생산품 612 1,382 
06 산수목·꽃  2 1,604 
07 채소 14,818 4,114 
08 과실·견과류 201,327 21,433 
09 커피·차·향신료 10,076 5,519 
10 곡물 83,083 67,361 
11 제분공업생산품 3,648 136,418 
12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 76,061 24,693 
13 식물성 액즙  2,450 
14 기타식물성생산품  44 1 
15 동식물성 유지 226,768 18,969 
16 육류·어류 조제품 7,347 12,562 
17 당류·설탕과자 1,819 38,499 
18 코코아 2,524 28,541 
19 곡물·곡분의 조제품 19,574 85,136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20,193 29,055 
21 기타조제식료품 553 151,283 
22 음료·주류·식초 33,180 52,352 
23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 365,210 39,623 
24 연초류  1 29,224 

계 1,092,494 782,452 

주: 농식품은 HS 01~24류(단, 03류 어류 제외).

자료: UN Comtrade를 토대로 저자 작성.52)

50)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2019. 3. 25.).

51)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2019. 3. 25.).

52)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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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볼리비아의 농산물 교역 현황은 <표 2-20>과 같다. 볼리비아는 한국으

로 주로 과실·견과류(HS:8)와 커피·차·향신료(09)를 수출하는 반면, 한국으로부

터 연초류(HS:24), 음료·주류·식초(HS:22), 당류·설탕과자(HS:17), 식품웨이스

트·조제사료(HS:23), 기타조제식료품(HS:21) 등을 수입해오고 있다.53) 

표 2-20  볼리비아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입 현황(2017년)

단위: 달러

HS 수출품목 수출액 HS 수입품목 수입액 

08 과실·견과류 9,746,218

09 커피·차·향신료 10,451

11 제분공업생산품 311

12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 
50,889

09 커피·차·향신료 128,190
13 식물성 액즙 935

15 동식물성 유지 3,499

16 육류·어류 조제품 1,450

15 동식물성 유지 20,900

17 당류·설탕과자 173,012

18 코코아 1,215

19 곡물곡분의 조제품 85,590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3,911

24 연초류 65

21 기타조제식료품 115,539

22 음료·주류·식초 368,453

23 식품웨이스트·조제사료 127,415

24 연초류 5,695,907

합계 9,895,373 합계 6,638,577

자료: UN Comtrade를 토대로 저자 작성.54)

53)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2019. 3. 25.).

54)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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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 및 농촌 분야 개발협력 현황

1. 공적개발원조(ODA)55) 수원 현황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 제공하

는 건별통계(Creditor Reporting System: CRS)에 따른 전체 공여기관(OECD 

DAC 회원국, 다자은행, UN 기구, 기타 다자기구)의 중남미 주요 ODA 수원국의 

수원금액은 <표 3-1>과 같다. 2012~2017년 동안 볼리비아의 ODA 수원금액은 59

억 달러 정도로 콜롬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최근 5년간 그 금액 또한 꾸준

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56) 

55)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함. ODA는 지원 방법에 따라 양자와 다자(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로 구분되며, 지원 

형태에 따라 무상(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 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s)과 유상(양허성 

공공차관)으로 구분됨(대한민국 통합 ODA 홈페이지(https://www.odakorea.go.kr/oz.main.

ODAMain2018.do: 2019. 11. 19.). 

56)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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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중남미 주요 국가의 ODA 수원금액 추이(2012~2017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콜롬비아 1,068 1,164 1,121 1,337 1,030 1,545 7,265 

볼리비아 697 760 842 1,076 885 1,636 5,895 

에콰도르 352 181 182 678 266 563 2,222 

엘살바도르 159 200 334 433 288 247 1,661 

칠레 140 268 433 136 212 72 1,261 

파라과이 135 145 315 122 287 136 1,140 

자료: OECD DAC CRS를 토대로 저자 작성.57)

볼리비아가 전체 공여기관으로부터 받은 ODA 수원금액은 <표 3-2>와 같다. 

2017년 기준 전체 ODA 수원금액은 약 1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무상 원

조금액은 약 3억 달러, 유상 원조 금액은 약 14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수원금액은 국제기구 등을 통한 유상 원조임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무상 원조 금액은 다소 하락한 반면, 유상 원조 금액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58) 

표 3-2  볼리비아의 ODA 수원금액 추이(2012~2017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ODA(총계) 697 760 842 1,076 885 1,636 5,895 

무상 원조 318 347 408 261 172 256 1,762 

유상 원조 378 412 426 815 713 1,379 4,123 

자료: OECD DAC CRS를 토대로 저자 작성.59)

57)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58)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59)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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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림업 및 농촌 분야 ODA 수원 현황

OECD DAC에서 제공하는 CRS에 따른 전체 공여기관의 대볼리비아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분야 ODA 지원액 흐름은 다음과 같다. 2017년 기준 전체 공여기관의 

대볼리비아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분야 총 ODA 지원금액은 약 1억 1,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농업에 1억 400만 달러, 농촌개발에 889만 달러, 산림 분야에 36만 

달러를 기록하였다<표 3-3>. 주요 지원 분야는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농업개발, 

농업용수, 농업 투입재, 농촌개발로 나타났으며, 식량생산, 대체농업(alternative 

agriculture) 개발, 영농교육, 수확 후 관리/병충해 구제, 농업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도 일부 지원이 이루어졌다. 산림 분야에서는 주로 산림개발을 지원하였다.60) 

2012년부터 2017년 동안의 분야별 지원 흐름을 보면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농

업개발, 농업용수, 농업 투입재, 식량생산 분야의 경우 지원액이 점차적으로 증가

한 후 2014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영농교육 분야는 2015년, 수확 후 관

리/병충해 구제 분야는 2016년에 비교적 높은 금액이 지원되었다. 농업금융 서비

스 분야는 2017년에 들어와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농지관리와 농촌개

발 분야는 2016년에 들어와 지원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61) 

표 3-3  볼리비아의 농림업 및 농촌개발부문 ODA 수원금액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농림업 및 농촌개발(총계) 74.62 95.44 97.01 160.99 209.37 114.24 751.67

농업(계) 64.82 74.73 88.03 124.40 101.38 104.99 558.35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2.95 11.71 14.04 4.99 2.67 4.66 41.02

농업개발 13.63 7.68 50.59 15.23 5.08 6.77 98.98

농지관리 4.02 0.57 1.49 6.48 63.27 0.21 76.04

농업용수 13.41 17.72 17.32 0.27 0.32 63.52 112.56

농업 투입재 3.47 5.49 0.48 2.13 - 0.05 11.62

60)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61)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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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식량생산 0.86 1.05 1.05 26.16 1.91 1.22 32.25

경제작물/수출작물 0.01 0.06 0.05 0.37 0.02 - 0.51

축산 2.14 0.40 0.34 0.11 0.37 0.49 3.85

농지개혁 0.08 0.15 0.09 - - 0.11 0.43

대체농업 개발 0.81 28.22 0.03 1.22 0.10 0.48 30.86

영농교육 0.05 0.29 0.10 64.17 0.44 0.88 65.93

농업관련교육/훈련 1.78 0.87 0.50 0.31 0.62 0.57 4.65

농업연구 0.25 0.24 0.52 0.40 0.23 0.28 1.92

농업 서비스 3.29 0.17 0.01 0.17 - 9.51 13.15

수확 후 관리/병충해 구제 0.00 0.08 0.06 0.20 25.74 0.24 26.32

농업금융 서비스 - 0.02 0.63 1.52 0.56 14.73 17.46

농업협동조합 18.06 0.02 0.73 0.64 0.01 1.22 20.68

축산 서비스 0.00 - - 0.02 0.04 0.05 0.11

농촌개발 9.20 20.26 8.70 33.94 107.97 8.89 188.96

산림(계) 0.59 0.45 0.28 2.66 0.01 0.36 4.35

산림정책/행정관리 0.19 0.00 - - 0.01 - 0.2

산림개발 0.28 0.38 0.24 2.64 - 0.36 3.9

산림교육/훈련 0.08 0.04 0.04 0.02 0.00 - 0.18

산림연구 0.04 0.03 - - - - 0.07

주 1) 약정액 기준.

    2) 지원기관: DAC 회원국, 다자은행, UN 기구, 기타 다자기구.

자료: OECD DAC CRS를 토대로 저자 작성.62)

<표 3-3>에서 볼 수 있듯이 농림업 및 농촌개발의 ODA 수원금액을 크게 농업, 

농촌개발, 산림으로 크게 나누어 볼 때, 2012~2017년 기간 동안 농업 분야에 약 5

억 6,000달러가 지원됨에 따라 동기간 전체 지원금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농

촌개발 분야와 산림 분야에 동기간 지원된 금액은 각각 1억 9,000만 달러, 400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다.63) 

<표 3-4>에서 농업 분야에 지원하는 항목들을 그 특성과 성격에 따라 농업정책, 

생산기반 조성, 영농기술 지원, 역량 강화, 농민조직화, 축산 등 6개의 부문으로 구

분하여 보았다. 농업정책에는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농지개혁, 대체농업 개발이 

62)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63)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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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고, 생산기반 조성에는 농업개발, 농지관리, 농업용수가 포함되었다. 영농

기술 지원부문은 농업투입재, 식량생산, 경제작물/수출작물, 수확 후 관리/병충해

구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량 강화는 영농교육, 농업관련교육/훈련, 농업 연구를 

포함하였다. 또 농민조직화는 농업협동조합, 농업금융서비스, 농업서비스, 축산

은 축산과 축산서비스를 포함하였다. 

농업 분야의 지원금액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생산기반 조성 유형이 약 2억 

9,000만 달러로 농업 분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역량 강화 

7,300만 달러, 농업정책이 7,200만 달러, 영농기술 지원이 7,100만 달러, 농민조직

화 5,100만 달러, 축산 400만 달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4>.64) 

표 3-4  볼리비아의 농림업 및 농촌개발부문 ODA 수원금액(분야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농림업 및 농촌개발(총계) 74.62 95.44 97.01 160.99 209.37 114.24 751.67

농업(계) 64.82 74.73 88.03 124.40 101.38 104.99 558.35

농업정책 3.84 40.08 14.16 6.21 2.77 5.25 72.31

생산기반 조성 31.06 25.97 69.4 21.98 68.67 70.5 287.58

영농기술 지원 4.34 6.68 1.64 28.86 27.67 1.51 70.7

역량 강화 2.08 1.4 1.12 64.88 1.29 1.73 72.5

농민조직화 21.35 0.21 1.37 2.33 0.57 25.46 51.29

축산 2.14 0.4 0.34 0.13 0.41 0.54 3.96

농촌개발(계) 9.20 20.26 8.70 33.94 107.97 8.89 188.96

산림(계) 0.59 0.45 0.28 2.66 0.01 0.36 4.35

주 1) 약정액 기준.

    2) 지원기관: DAC 회원국, 다자은행, UN 기구, 기타 다자기구.

　 3) 농업정책: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농지개혁, 대체농업 개발이 포함.

       생산기반 조성: 농업개발, 농지관리, 농업용수를 포함.

       영농기술 지원: 농업투입재, 식량생산, 경제작물/수출작물, 수확 후 관리/병충해구제.

       역량 강화: 영농교육, 농업 관련 교육/훈련, 농업 연구 포함.

       농민조직화: 농업협동조합, 농업금융서비스, 농업서비스 포함.

       축산: 축산과 축산서비스를 포함.

  자료: OECD DAC CRS를 토대로 저자 작성.65)

64)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65)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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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여기관별 ODA 수원 현황 

공여기관은 크게 독일, 덴마크, 한국 등 양자원조를 제공하는 OECD DAC 회원

국과 UN 산하기구, 금융기구 등 다자원조를 제공하는 국제기구로 구분하여 기관

별 ODA 수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2-2017년 기간 ODEC DAC 회원국을 통한 

ODA 수원총액은 약 2억 7,000만 달러, 국제기구를 통한 수원총액은 약 4억 8,000

만 달러로 나타났다<표 3-5>.66) 볼리비아는 양자원조보다는 다자기구를 통한 지

원금액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통계자료만 보고 양자원조 

보다는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사업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단정적으로 말하

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통상 관개시설, 농업기반시설 등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자 간 무상 원조보다는 국제기구 또는 금융기구를 통한 유상 

원조(차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3-5  볼리비아의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분야 ODA 수원금액(공여기관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총계 74.61 95.45 97.01 161 209.37 114.24 751.67

DAC 회원국 42.29 56.28 95.46 27.50 20.75 26.55 268.82

다자(국제기구) 32.32 39.17 1.55 133.50 188.62 87.69 482.85

주 1) 약정액 기준.

   2) 지원기관: DAC 회원국, 다자은행, UN 기구, 기타 다자기구.

자료: OECD DAC CRS를 토대로 저자 작성.67)

공여기관별 볼리비아의 농림업 및 농촌개발부문 ODA 지원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기준 DAC 회원국의 지원액은 2,655만 달러, 다자기관을 통한 지원

액은 8,769만 달러를 기록하여 다자성 ODA 지원액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3-5>. 2012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DAC 회원국 및 다자 기관의 대볼리비아 농

림업 및 농촌개발부문 ODA 지원액은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66)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67)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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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공여 주체별로 

보면 DAC 회원국의 ODA 지원액은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상대적

으로 다자기관을 통한 ODA 지원액이 2015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부터 미주개발은행의 지원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자성 ODA 지원액이 확대

된 것으로 보인다<부록 2>.68)

DAC 회원국 중 볼리비아 농림업 및 농촌개발부문 ODA 지원액이 높은 상위 국

가의 지원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7년 동안 총 지원액은 독일(7,000만 달러), 

덴마크(4,800만 달러), 한국(2,600만 달러), 스위스(2,500만 달러), 스페인(2,400

만 달러). 캐나다(2,000만 달러). 벨기에(1,300만 달러), 일본(1,100만 달러) 순으

로 높았다<그림 3-1>.69)

그림 3-1  DAC 회원국의 볼리비아 농림업 및 농촌개발부문 OD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DAC CRS를 토대로 저자 작성.70)

68)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69)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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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7년 동안 볼리비아의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분야를 지원한 다자기

관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지역은행인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UN 기구에 속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국제농업개발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WBG), 이외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 CIF), 석유수

출기구 국제발전기금(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OFID)을 포함한다. 2012년부터 2017년 동안 총 지원

액은 IDB(2억 5,480만 달러), WBG(6,149만 달러), OFID(6,100만 달러), 

EU(5,118만 달러), IFAD(3,997만 달러) 순으로 높았다<그림 3-2>.71)

그림 3-2  다자기관의 볼리비아 농림업 및 농촌개발부문 OD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DAC CRS를 토대로 저자 작성.72)

70)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71)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72)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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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기관별 지원 분야 및 특징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DAC 회원국의 경

우, 농업개발, 농지관리, 농업용수 등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2012~2017년 기간 동안 생산기반 조성에 지원한 금액은 

약 1억 4,000만 달러로 전체의 50%를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국제금융기구, 

다자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생산기반 조성(30%)뿐만 아니라 농촌개발

(29%)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DAC 회원국의 지원 비중이 3%에 그치고 

있는 역량 강화에 국제기구의 지원 비중은 13%를 차지하고 있다.73) 

표 3-6  DAC 회원국 및 다자기관의 볼리비아 농림업 및 농촌개발부문 지원금액(2012~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농업
정책

생산
기반
조성

영농
기술
지원

역량
강화

농민
조직화

축산
농촌
개발 

산림 합계

DAC 
회원국

33.45
(12)

143.38
(53)

18.76
(7)

8.03
(3)

8.17
(3)

3.96
(1)

48.72
(18)

4.36
(2)

268.82
(100)

다자
기관

38.84
(8)

144.20
(30)

51.99
(11)

64.46
(13)

43.12
(9)

0.00
(0)

140.24
(29)

0.00
(0)

482.85
(100)

주 1) 약정액 기준.

2) 지원기관: DAC 회원국, 다자은행, UN 기구, 기타 다자기구.

3) 농업정책: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농지개혁, 대체농업 개발이 포함.

        생산기반 조성: 농업개발, 농지관리, 농업용수를 포함.

        영농기술 지원: 농업투입재, 식량생산, 경제작물/수출작물, 수확 후 관리/병충해구제.

        역량 강화: 영농교육, 농업 관련 교육/훈련, 농업연구 포함.

        농민조직화: 농업협동조합, 농업금융서비스, 농업서비스 포함.

        축산: 축산과 축산서비스를 포함.

자료: OECD DAC CRS를 토대로 저자 작성.74)

73)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74)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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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협력 추진체계

볼리비아 개발기획부(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산하 공공투자·외자

차관실(Viceministerio de Inversión Pública y Financiamiento Externo: VIPFE)은 

분야별 무상협력 수요의 발굴 및 조사 과정에 참여해오고 있다. 개발기획부 

VIPFE는 한국의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CPS)과의 연계성에 기반하여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사업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수원총

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6: 10). 

볼리비아를 지원하는 공여국들은 원조공여국협의체(Grupo de Socios para el 

Desarrollo de Bolivia: Grus)를 설립하여 공여국 간 원조 조화를 도모하고 주재국 정

책과 원조 방향을 일치하고자 한다. Grus는 총 23개의 다자 및 양자원조기관으로 구

성되며<표 3-7>, 이 중 다자기구, EU 국가, EU를 제외한 양자기관으로부터 각 1명

의 대표를 선출하여 3자 공동대표 체계로 운영된다. Grus 회의는 매월 개최되며, 이

외 분야별 회의 또한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볼리비아 원조공여국

협의체에 한국국제협력단이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다. 

표 3-7  볼리비아 원조공여국협의체(Grus) 회원 기관 및 국가

구분 　기구/국가 영문

다
자
기
관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CAF)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세계은행그룹 World Bank Group(WBG)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고원분지 금융개발기금 Plata Basin Financial Development Fund(FONPLATA)75)

유엔연합 United Nations(UN)

유럽연합 European Union(EU)

미주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OAS)

75) 고원분지 금융개발기금(FONPLATA)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를 포

함한 5개의 국가로 구성된 다자 간 금융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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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기구/국가 영문

공
여
국

한국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

벨기에 Belgian Development Agency

캐나다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CIDA)

일본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

독일 German Societ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GIZ)

이탈리아 Ital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스위스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SDC)

스웨덴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SIDA)

프랑스 French Development Agency(AFD)

덴마크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DANIDA) 

영국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

스페인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ECID)

옵서버
국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브라질

자료: Gurs 웹사이트를 토대로 저자 작성.76)

76) Grus 웹사이트(http://grus.org.bo/miembros/: 2019.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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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전략과 과제

1. 국가전략

1.1. 국가 경제개발전략

볼리비아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정책인 ‘애국정책 2025(La Agenda 

Patriótica 2025)’와 중기적인 경제사회발전계획인 볼리비아 ‘경제사회개발계획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PDES) 2016~2020’을 수립하였으며, 연

간 정부집행계획(Plan Operativo Anual: POA)을 바탕으로 정부 사업을 추진해오

고 있다. 볼리비아 ‘애국정책 2025’는 기본적으로 자원 국유화, 식량안보 강화, 보

건 및 교육 등 기초 서비스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PDES 2016~2020’은 볼리비아의 ‘애국정책 2025’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0년

까지의 빈곤 퇴치, 농업, 보건, 교육, 주거, 상하수도, 인터넷, 교통, 관광, 탄화수소

에너지 등 분야별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표 4-1>. 분야별 달성 목표는 구체

적으로 총 68개의 세부 목표와 340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볼리비아 정

부는 2020년까지 국민 1인당 총생산액을 5천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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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볼리비아 경제사회개발계획(2016~2020년)의 주요 목표

구분 분야 세부 목표

1 빈곤 퇴치

극심한 빈곤 퇴치 및 감소
인종차별 및 착취 등 사회적 빈곤 감소
불법적 노동 및 아동 노동 착취 근절
모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2 기초 복지 서비스

수자원 접근성 개선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개선
전기 및 가스 접근성 확대
운송 및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통 접근성 개선 

3 건강 및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개선
교육 제도 개편 
국민의 운동 접근성 확대

4 과학 및 기술 혁신

연구 및 기술개발 강화
영양식품의 기술적 혁신
전통적 제약(製藥)에 대한 접근성 개선
과학 및 전문화 분야에 대한 교육 확대 

5 지역사회 및 주권

국가 외채 감소
재무 시스템의 통합
외국직접투자의 확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6 생산적 주권 및 다양화

탄화수소, 광업과 관련된 분야의 통합
생산, 가공 및 수출 단지 건설
(분야: 감미료, 섬유, 나무, 생산재료, 아마존 농산물, 곡물, 감자, 유제
품, 가죽, 축산품, 코카, 과일, 채소)
지역 사회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개발, 고용 확대 
국내 제품의 수출 확대
관광 단지 조성
가족농, 지역사회, 소규모 농가에 초점을 둔 농업 생산
최적의 농업 생산시스템 개발
농업 생산을 위한 투입재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
토지 소유권 정립
최적의 관개시스템 개발 및 농업 용수 접근성 개선
산림 및 생물다양성 보전 

7 천연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천연자원 서비스의 국유화 
탄화수소, 채광, 전기 산업의 균형적 발전 

8 식량 주권

영양부족 및 영양실조 문제 해결
학교 급식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
지역 농산물의 생산 확대
지역 특산물 및 전통 음식의 산업화 및 홍보 강화
식품영양정책(Food and Nutrition Policy)의 효과적 추진

9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원주민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 및 생산 활동 촉진
보호지역의 관리방안 수립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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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분야 세부 목표

산림 면적의 확대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대기 및 폐기물 관리를 통한 하천 유역 관리 

10 통합적인 발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참여 
대지권(Mother Earth’s Right77))의 국제적 인정 도모
국가 및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메커니즘 개발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양자 및 다자 간 협력 활성화
해외 체류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강화 

11 공공부문의 투명성

공공 행정, 부패 척결
투명한 사법 제도 실현
폭력 척결을 통한 공공 안전 보장
거버넌스 개선

12 국민의 행복지수 개선 볼리비아 국민의 권리 인정, 정의 실현, 빈곤 퇴치

13 해양 진출로 확보 해양 주권 회복을 통한 태평양 진출 기반 마련

자료: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2016: 52-168)를 토대로 저자 작성.

1.2. 농림업 개발전략

볼리비아 ‘PDES 2016-2020’에 따른 농업 및 농촌개발 목표는 <표 4-1>에서 제

시된 생산적 주권 및 다양화 분야에 속하며, 농업부문의 성장, 소규모 농가의 역량 

강화, 농업 생산량 증대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및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통합적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천연자원을 관리하

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소규모 농가의 효율적인 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볼

리비아의 주요 농산물인 밀가루, 콩, 옥수수, 퀴노아, 토마토, 커피의 생산량을 확

대함으로써 농산물의 가치사슬 개선, 국내 및 수출 시장 개척, 농식품의 고부가가

치화 등을 달성하고자 한다. 2020년까지 증대하고자 하는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 

목표는 <표 4-2>와 같으며, 이를 통해 볼리비아 정부는 궁극적으로 2020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470만 ha, 전체 농업 생산량은 약 2,400만 톤으로 확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2016: 117).

77) 볼리비아 정부는 2010년 생물 다양성, 수자원 및 대기 보존 등 환경에 대한 국민적 권리와 의무를 

법률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지구의 권리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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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볼리비아 주요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량 증대 목표

단위: 톤

품목 2014년 목표 생산량 2020년 목표 생산량

밀 217,000 721.000 

대두 3,100,000 4.400.000 

옥수수 1,000,000 1,400,000 

퀴노아 84,000 220,000 

토마토 54,000 148,000 

커피 22,000 54,000 

곡물 1.74 2.20

기호작물 0.54  0.71

과일류 8.78 10.28

채소류 4.46 5.49

오일시드 1.69 1.96

고무 6.50 7.68

사료 4.07 4.82

자료: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2016: 117)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와 더불어 볼리비아 정부는 가족농 중심의 농업 확대, 최적화된 농법시스템

의 개발,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구축, 농가의 투입재 및 기술 접근성 개선, 농지 소

유권의 확립 등을 달성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세부 목표는 <표 4-3>과 같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볼리비아의 중앙정부, 민간부문 및 지역 사회 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소규모 농가,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 

조직이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된다(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201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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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볼리비아 경제사회개발계획 2016~2020에 따른 농업부문 목표 및 기대성과

세부 목표 기대성과

가족농 및 지역사회 중심의 
농업 생산

전체 농경지 면적을 470만 ha로 확대
Amazonian 및 Andean 제품의 농업 생산량 증대(밀가루, 콩, 옥수수, 퀴노
아, 토마토, 감자, 커피 등)
전체 농산물 생산량 중 유기농 제품의 비율을 10%로 향상
주요 농산물의 평균 수확량 증대
소규모 생산자 및 가족농의 역할 확대 

최적화된 농업 시스템 개발

가족농 및 중소규모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기계화 지원 및 관련 기술 전수를 
통한 기계화된 농지 면적을 3.8백만 ha로 확장
통합적 관리 및 집중적인 방식을 통한 축산업 경지의 1백만 ha 달성 
소, 양, 돼지, 닭, 라마과 등 주요 축산물 두수 증대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 개발 및 지원을 통한 농축산업 종사자의 취약성 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퇴화된 토양의 복원 및 회복력 강화

농업 투입재,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확대 

생산자 조직의 재해 및 상품성 보험에 대한 접근성 개선 
농산물 투입재의 공동 구매, 농산물의 공동 판매, 기타 기술 지원 등에 관한 가
족농의 접근성 확대 
농업 생산자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방식의 신용 서비스 제공
토착 농민조직을 포함한 40만 개의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농업 투입재, 기
술, 기타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확대
식품 안전 및 식품의 영양학적 가치 개선을 위한 원자력 기술의 개선 

농지 소유권 확립
농지 소유권 확립 및 관련 제도 정비
농민의 거주지 정립
주요 도시 내 곡물수집센터 구축 

최적의 관개시스템 개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전체 관개면적을 70만 ha로 확대
댐 구축, 폐수 재활용, 수자원 저장 등을 통한 , 채소 및 과일 생산지의 관개시스
템 개선

산림관리 및 생물다양성

전체 GDP에서 임업부문의 비중 확대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도, 금융, 기슬적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취약성 감소
커피, 코코아, 열대 과일 등을 중심으로 한 혼농임업 활성화

자료: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2016: 117)를 토대로 저자 작성.

‘PDES 2016~2020’에 따른 농업부문의 주요 기대성과는 <표 4-3>과 같다. 첫

째, 농업 생산과 관련하여 저지대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이 지역별 농업 및 품목별 

생산 환경에 적합한 농법을 채택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 보전 농업, 유기 농

업, 통합적 농업 등의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주요 품목의 생

산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고산지와 골짜기 지역의 지리적 환경에 적



58 |

합한 관개 기술을 보급하여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비닐 하우스 구축, 

투입재 이용을 위한 농민 교육,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규모 농업 시스템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이외 토양 복구 프로그램, 초지 개선 등을 통한 축산업의 집약화 등

을 달성하고자 한다(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2016: 110). 

둘째, 주요 식량곡물의 생산량을 늘리고 곡물 저장센터를 건립하여 농산물에 

대한 국내 수급 조절기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볼리비아 정부는 주 단위의 회사(State Company)를 건립함으로써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가공식품의 생산량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중소 규모의 식품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농업서비스, 시설 및 재정서비

스 등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2016: 110). 

또한 볼리비아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생산단지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고부가가

치화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선정된 주력 품목은 감미료(꿀, 

양복, 설탕, 사탕수수), 곡물(퀴노아 밀가루, 사포닌, 쌀, 옥수수, 밀가루), 감자, 축

산업(조사료, 유제품), 가죽, 감자, 코카, 과일, 채소(땅콩, 후추 등)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볼리비아 정부는 생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산

물 가공 플랜트 구축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

한 품목별 구체적인 인프라 지원 분야, 생산품 및 관련 목표는 <표 4-4>와 같다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201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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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볼리비아 경제사회개발계획 2016~2020에 따른 주요 농산물의 생산단지 조성 계획

단지 생산 인프라 제품 목적

Amazonian 
제품

Amazonian 제품의 전환 
플랜트

기름, 과육 

국내 및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식품 고부
가가치화 달성
화장품, 제약제품 및 기타 식품 제조를 위
한 투입물 제공
Amazonian 제품의 생산 촉진

Amazonian 
과일가공 플랜트

곡물

퀴노아 및 기타 곡물의 
가공 플랜트

퀴노아 밀가루, 면, 
스프, 크림, 

에너지바, 사포닌 식량안보 달성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가격 및 공급 안정화
농산물 수출

곡물 저장 및 가공 센터

쌀, 옥수수, 밀가루쌀 산업단지

식품가공플랜트

감자 토종 감자 가공 플랜트

토종 감자 이용 
감자 수확 후 
손실 감소

볼리비아 감자 품종의 생산 확대 및 품질 
개선

유제품

낙농 가공 플랜트

우유 및 유제품

식량안보 강화
유제품 소비 강화
국내시장 공급 개선
학교 우유 급식 강화

저온살균 및 유아식품

사료 온실

축산

가금류 인큐베이터

소고기, 가금류, 
수산류 생산

식량안보
국내 축산물 가격 및 공급 안정화
수출 확대

도살장 및 육우 냉장시설

수산 플랜트

냉장체인

코카
코카 플랜트

식품, 음료 및
 허브약초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국산 농산물 시장 공급 개선
수출 확대비료 플랜트 비료

과일 과일 동결 건조 플랜트
과일, 음료 및 기타 

가공 식품

소득 및 고용 창출
국산 농산물 시장의 가격 및 공급 안정화
수출 확대

채소 냉장체인
채소, 땅콩 및 후추 

생산
식량 안보
국내 시장의 규모 확대 및 수출 증대

자료: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2016: 110)를 토대로 저자 작성.

 

농업서비스와 관련하여 볼리비아 정부는 농림혁신연구원(INIAF), 농식품안전

공단(National Service for Agricultural Health and Food Safety: SENASAG), 농업

보험연구소(Agricultural Insurance Institute: INSA) 등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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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농법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고자 한다. 특히 농림혁신연

구원(INIAF)의 통합을 통해 농림업, 수산업, 유기농업, 소규모 축산업 등을 포함

한 기술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농업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

적 개발은행(Productive Development Bank), 단위 은행(Unit Bank), 민간 은행 등 

대출 포트폴리오를 강화함으로써 농민의 신용 접근성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 제도와 관련해서는 농지 분배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정립하고자 한다(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2016).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볼리비아 정부는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유사한 ‘VIVIR 

BIEN(잘살자)’ 운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 및 지속가능

한 소비, 국토의 재생 능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관리, 민주적 접근 방식의 확대, 통

합적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 및 건강에 대한 보편적 접근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6: 8). 

이와 더불어 볼리비아 정부는 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물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국가관개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Riego: PRONAR)을 수립하여 농축산업 생산성 증대, 국가 수자원 지원, 기관별 

역량 강화, 관개 기반 시설 공급 증대, 종합적 연구 개발 지원을 목표로 체계적인 

물 공급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PRONAR는 2030년까지 12억 달러의 지원을 통

해 총 27.5만 ha의 관개 수로를 건설하고 20만 농가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 19). 볼리비아 정부는 관개 사업을 추진하

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중요한 요

소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통합적수자원관리 방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을 강화하고자 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댐, 저수지와 같은 시설 구축에 초점

을 두고 있다(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2016: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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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사회의 대볼리비아 개발협력 전략

2.1. 독일(GIZ)

독일국제협력공사(German Societ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GIZ)는 1962

년부터 볼리비아에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에 볼리비아의 수도인 

라파스에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GIZ는 볼리비아의 전기 및 기초 사회시설의 부

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및 식량안보 문제, 도농 간 식수 및 위생 시설의 격차 등

을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볼리비아의 식수 공급 및 위생, 농촌

개발 및 환경, 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78)

이에 따라 GIZ는 볼리비아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자원 및 천

연자원의 보존,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지원해오고 있다. GIZ는 볼리비아의 식

수 공급 및 위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 민간기업 및 기타 서비스 공급

자를 대상으로 정책적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함과 동시에 식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자원 부문에 관한 직업 교육 등 관련 훈련을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GIZ는 볼리비아의 거버넌스 개선 및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

방 분권화, 여성 및 아동을 포함한 소외 계층의 인권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을 추진해오고 있다<부록 3>. 이러한 지원 및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GIZ는 

민간부문과의 협력 활성화, 직업 교육의 제공, 성 평등 등 범분야 이슈에 대한 지원

을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79) 

GIZ에서 지원하는 볼리비아의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사업은 볼리비아의 관개 

여건을 고려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자

원, 에너지, 식량 안보 분야에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자원절약형

(resource-saving) 관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규모 농가의 농업 생산량 증대를 달성

78) GIZ 웹사이트(https://www.giz.de/en/html/index.html: 2019. 8. 22.).

79) GIZ 웹사이트(https://www.giz.de/en/html/index.html: 2019.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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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GIZ는 볼리비아의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 볼리비아 개발기획부(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농촌개발토

지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and Land of Bolivia: MDRyT)와 협력하여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부록 3>.80) 

특히 GIZ는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사업 추진 시 볼리비아의 기후변화 대응 역

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수자원 관리 계획 수립, 물-에너지-식량안보의 연계성을 고

려한 사업, 천수답 관리를 주로 지원해오고 있다. 일례로 가장 최근에 추진되는 하

천 유역의 통합적인 농촌개발사업의 경우 기후대응접근법(Climate sensitive 

approach)에 기반하여 오·남용으로부터 훼손된 볼리비아의 수자원을 보호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데이터, 정보 및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기후, 

기상 및 지하수 자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볼리비

아에서 전략적으로 주요한 하천 유역인 아제로 강(Río Azero)과 과달키비르 강

(Río Guadalquivir)의 수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자원 관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기관, 지역 정부, 시민 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81)

2.2. 덴마크(DANIDA)

덴마크 외교부 산하 덴마크 국제개발청(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DANIDA)은 1970년대부터 볼리비아에 원조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볼리비아의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녹색 성장,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볼리비아 토착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소규모 농가 

및 취약층의 삶의 질 향상, 천연자원의 관리, 공공행정 시스템의 개선 등을 목적으

로 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82)

80) GIZ 웹사이트(https://www.giz.de/en/html/index.html: 2019. 8. 22.).

81) GIZ 웹사이트(https://www.giz.de/en/html/index.html: 2019.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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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대볼리비아 개발협력은 기본적으로 양자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나, 볼리비아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 UN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OHCHR), 기타 UN 기관을 포함한 다자 

지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덴마크 정부는 개발협력을 통해 양국 간 무

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덴마크 비즈니스 파트너십 프로그램(DANIDA Business 

Partnership Programme) 등 다양한 비즈니스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DANIDA에서 수립한 ‘볼리비아 협력전략(2013~2018)’에 따른 중점 지원 분야

와 주요 협력 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점 지원 분야는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녹색 기술의 확산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며, 사업의 주요 수혜자로는 토착민과 

여성을 포함한 취약층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또한 DANIDA는 볼리비아의 주

요 개발과제로 재원 부족의 문제점보다 정부 부처 및 공공부문의 역량이 낮은 점

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역량을 강화하

고,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 시민사회 및 공공부문을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농업 분야와 관련한 DANIDA의 볼리비아 협력 프로그램으로는 2010~2013년

에 1억 7,000만 달러 상당의 예산으로 추진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본 프로그램

은 농업 생산, 가공, 마케팅 등 볼리비아의 단계별 가치사슬을 개선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발전, 볼리비아의 농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DANIDA는 볼리비아 농업부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역량 강

화, 종자 생산 및 농촌 개발을 위한 관련 연구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2013: 24). 또한 중소규모의 농산업체를 

육성하여 공공부문과의 연계 강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을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프로그램은 보증기금을 설립함으로써 도시 지역

의 중소기업과 농촌 지역 소규모 농가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8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웹사이트(https://um.dk/en/danida-en/countries

%20and%20regions/countries-regions/latinamerica/: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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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주개발은행(IDB)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1959년에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은 볼리

비아가 IDB에 가입한 1985년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1~2015년 동

안 미주개발은행의 볼리비아 국가전략(Country Strategy)에 따른 중점지원 분야는 

1) 운송, 2) 수자원 및 위생, 3) 에너지, 4) 영유아 지원, 5) 건강, 6) 교육, 7) 공공부문

의 거버넌스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미주개발은행(IDB)은 전체 

4,3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총 18개의 비정부보증부 대출(non-sovereign guaranteed 

loans)83)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지원 분야별 비중을 보면 무역이 27.1%로 가장 

높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에너지(22.1%), 중소기업 지원(23%), 농업(13.3%), 제

조업(13.4%), 신용 서비스(0.9%) 순으로 지원하였다. 

이후에 수립된 IDB의 ‘볼리비아 국가전략(2016~2020)’은 볼리비아 ‘경제사회

개발계획(PDES) 2016~2020’에 따른 1) 생산성 및 다각화, 2) 사회 및 경제적 격차 

해소, 3) 공공 거버넌스의 효율성 개선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안되었

다(IDB 2016: 9). 이에 따라 IDB는 첫째, 생산성 향상 및 생산다각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1) 공공부문의 서비스 개선, 2) 우호적인 사업 환경 조성, 3) 혁신적 성장, 

4)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감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볼리비아의 사회 및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1) 수자원 및 위생 강

화, 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3) 고용 창출 등을 지원할 계획

이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 정책 이행을 위한 

지역 단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IDB 2016: iv). 그러나 볼리비아 거시

경제의 불안전성, 공공부문의 취약성 및 제도적 역량 부족, 불리한 사업 환경 여건 

등은 사업 추진에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볼리비아의 농업 및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IDB는 주요 문제점으로 토지 소유권

83) 민간부문, 국영 기업 및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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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립되지 않아 농업부문의 거래 비용이 높은 점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현재 볼

리비아 전체 토지 면적의 약 32%에 해당하는 약 35백만 ha에서 토지 소유권이 확

립되지 않은 상황이다(IDB 2016: 10). 

또한 볼리비아는 안데스(Andes) 산맥에 위치한 국가 중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

한 국가로 평가되며, 엘니뇨, 라니냐, 홍수 등은 인프라 손실과 농업 생산성 저하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집약적인 토지 이

용, 무분별한 개발, 토양침식 등은 볼리비아의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더욱 가

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볼리비아에서는 공공부문을 통한 

농업서비스가 부족함에 따라 관개가 가능한 면적은 전체 경작지의 10%에 지나지 

않으며, 농촌 지역의 전기 공급률은 64.4% 정도이다(IDB 2016: 9). 

 IDB의 볼리비아 국가전략(2016~2020)에 따른 농촌 및 농촌개발 목표는 중점

지원 분야인 공공부문의 서비스 개선과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IDB는 볼리비

아 농촌 지역의 도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송 및 물류 인프라 개선을 중점

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동시에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전기 접근성 개선, 관개시설 구축 및 

정비, 농업부문의 투자 확대를 위한 공공 지출의 효율성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볼리비아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의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 확대,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량 품종의 생산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에 필요

한 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IDB가 추진한 볼리비아의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사업은 주로 볼리비아의 토지 

행정 제도 개선, 소규모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농업 기술, 소액금융(micro-credit), 

생산자 단체 육성을 통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부록 3>. 특징적인 점은 2015년 이전에 승인된 사업들은 대부분 기술협력에 

초점을 두어 관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에 초점을 두었으나, 

2015년 이후 추진된 사업들의 경우 기술협력에서 나아가 유상 원조 등 사업의 유

형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IDB는 사업 추진 시 관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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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및 공무원의 역량 강화, 기초선 조사 등 준비 단계를 충분히 거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84) 

2.4. 세계은행(WB)

세계은행(World Bank: WB)은 2011년 2012~2015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볼리비아 ‘국가개발계

획(National Development Plan: NDP)’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안되

었다. NDP에 따른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목표는 경제 및 사회 부문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참여 확대, 노동 집약적 산업의 활성화 및 특정 지역의 집중적 개발, 사회복

지프로그램의 수립 및 확대, 볼리비아의 식량 자급률 개선 및 에너지 문제 해결, 헌

법 개정을 통한 사회 및 정치 제도 개혁 등을 포함한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 

기간에 볼리비아 정부 프로그램(Government Program)은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 

해결 및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부문의 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

프라부문 개발에 집중하였다. 

WB는 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개발부문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업 기술 부족, 농

업부문의 열악한 제도적 환경, 관개 면적의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농업 생산량, 여

성을 포함한 소규모 농가의 토지 및 시장 접근성 부족 등을 꼽는다. 또한 인프라 개

발은 볼리비아의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나 내륙에 위치한 볼리비아의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운송 및 물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가 공고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가 저조하며 이로 인해 관개시설 등 농촌 지역의 기

본적인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WB 2011: 17). 이와 더불어 현재 중소기

업은 볼리비아 전체 기업 수의 90%를 차지하나, 금융 접근성 부족, 각종 규제 및 

84) IDB 웹사이트(https://www.iadb.org/en/projects-search?query%5Bcountry%5D=BO&query%5

Bsector%5D=AG&query%5Bstatus%5D=&query%5Bquery%5D=&page=0: 201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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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볼리비아의 기업 성장을 위한 기

반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WB 2011: 17). 

WB는 볼리비아 국가개발계획(NDP)에 따른 개발수요를 반영하여 볼리비아 국

가협력전략(2012~2015)에 따른 집중 지원 분야로 1) 지속가능한 생산, 2) 기후변

화 및 재해위험 관리, 3) 인적 자원 개발 및 기초 서비스로의 접근성 향상, 4) 공공

부문의 효과성 제고를 선정하였다(WB 2011: 18). 

특히 농촌 지역의 농업 생산 및 인프라 개선은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의 우선

순위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WB는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를 통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경제의 통합 및 민간부문의 육

성 목표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자연재해로 손상된 인프라 시설의 개·보수,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 정책 개선 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WB에서 추

진하는 대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개발 관련 사업은 농촌 지역의 시장 접근성 개선, 

농업 분야 기술 및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식량안보 강화, 가족농의 소득 창출, 

여성 농민을 포함한 소규모 농가의 토지 접근성 개선, 인프라 투자를 통한 기술적 

원조, 지속가능한 토지 계획 및 생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부록 3>. 

또한 WB는 볼리비아의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공사

(IFC)를 통해 농식품 수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농촌 지

역 내 직업 창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또는 토착민 조직의 비

즈니스 활동을 지원하여 민간부문을 육성하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재배되는 

경작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볼리비아 정부의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WB 2011: 18). 이와 관련하여 볼리비아 정부는 농업, 수자

원, 건강 등 관련 부문의 위험을 관리하고 가뭄,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

기 위하여 ‘위험 관리를 위한 국가프로그램(National Program for Risk 

Management)’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지방 및 지역적 수준에서의 천수답 

관리가 핵심적인 목표로 파악되었다.

WB의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2012~2015)’ 내 결과 매트릭스(Results Matrix)

에 따르면 주요 결과로 지속가능한 생산적인 개발, 기후변화 및 재해위험관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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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원 개발 및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공공부문의 효과성 증진이 선정

되었다<부록 3>. 이를 통해 볼리비아의 국가개발계획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

적인 ‘국가협력전략(CPS)’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5. 세계식량계획(WFP)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은 1963년부터 볼리비아를 대상

으로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볼리비아의 빈곤 및 영양 문제 해결에 기여하

기 위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을 포함한 파트너와 협력해오고 있다. 세계식량계획

의 볼리비아 ‘국가전략계획(Country Strategic Plan 2018~2022)’에 따르면 볼리비

아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주요 문제점으로 높은 만성 영양실조 발생률, 여성 인

구의 비만 및 과체중, 아동 빈혈 등이 꼽힌다. 또한 볼리비아에서 기후변화의 영향

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착민의 취약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WFP 

2018: 1). 

WFP는 중소득국가(Middle-income Country)인 볼리비아의 경제 수준을 고려

하여 직접적인 식량 원조 방식에서 역량 강화, 기술 지원, 정부 기관의 역량 강화 

등 간접적인 원조 방식을 전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WFP의 볼리비아 ‘국가전략

계획(2018~2022)’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의 중점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분야는 1) 위험 상

황 발생 시 기초 식량 및 최소필요 영양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 2) 2022년

까지 영양실조 인구의 건강 개선, 3) 농업 생산성 개선을 통한 2022년까지 소규모 

농가의 식량 안보 달성 및 영양 강화, 4) 2022년까지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식량 안

보 정책 및 프로그램 달성을 위한 역량 강화를 포함한다(WFP 2018: 10).

WFP의 볼리비아 ‘국가전략계획(2018~2022)’에 따른 전략적 목표, 지원 분야, 

예상 산출물 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목표(Strategic Objective) 1은 위기 발

생 시 지역사회의 기초 식량 및 최소 필요 영양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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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은 볼리비아의 환경을 고려하여 비상

사태 발생 시 취약 인구를 대상으로 조건부 현금 기반 원조(Cash-based Transfers: 

CBTs)를 제공하고자 하며, 취약계층의 기초 식량에 대한 접근성과 영양 상태를 개

선하고자 한다. 참고로 CBTs는 시(municipality) 단위, 주(department) 단위, 국가

(national) 단위에서 원조 요청이 있을 경우 현금 또는 쿠폰 형식을 통해 수혜자들

에게 제공되며, 이는 재해의 종류와 피해 수준,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고안

된 것으로 수혜자의 필요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FP 2018: 10).

둘째, 전략적 목표2는 2022년까지 영양실조에 취약한 집단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

는 것이다. 만성적인 영양실조, 비만 및 과체중, 빈혈 등 미량 영양소(micronutrient) 

부족 문제가 심각한 볼리비아의 상황을 고려하여 WFP는 영양개선을 위한 국가적 

캠페인을 지원하고 영양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정부의 영양개선 캠페인 수행, 관련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영양 습관을 개선하고 

영양실조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한다(WFP 2018: 11). 이와 관련하여 현재 WFP

는 여성 인구의 비만 및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캠페인 및 소셜 미디

어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와 협력하

여 본 캠페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해외출장결과보고서, 

WFP 면담 자료: 2019. 7. 1.). 

셋째, 전략적 목표3은 2022년까지 식량안보 강화 및 영양개선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생산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WFP

는 기초 식량을 확보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건부 현금 기반 원조(CBTs)를 

활용한 식량 원조 방식인 자산을 위한 식량 원조(Food Assistance for Assets: FFA)

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가구의 소득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볼리비아 정부는 지

역사회의 원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

편으로 FFA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FP는 취약계층을 대상으

로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정부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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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WFP 2018: 12).

전략적 목표3과 관련된 주요 활동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FFA 및 훈련 제

공, 현금 기반 원조(CBTs) 지원, 관련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생계수

단 다양화 및 소득 창출 등이 존재한다. 특히 WFP는 FFA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

는 과정에서 통합적 상황 분석(integrated context analysis), 계절적 생계 계획

(seasonal livelihood planning),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발적 계획(community based 

participatory planning)으로 구성된 3가지 접근법을 통해 볼리비아의 지역별 빈곤 

및 식량 안보 현황을 분석하고 농가의 빈곤 취약성을 파악함으로써 농가의 작부 

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식량계획은 

농촌 지도사(Training of Trainers: TOT)를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계절적 생계 계

획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마을 참여적 개발 방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농가의 농업 활동을 개선하고, 국가 단위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제고, 성 주류화 및 이해관계자 간 파트

너십 강화 등을 달성하고자 한다(WFP 2018: 12).

전략적 목표4는 2022년까지 식량안보 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및 지역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WFP는 식량 및 영

양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 관리를 위한 교육, 식량안보 프로그램 개발, 학교 급식 프

로그램 개발 등 기술지원을 통해 정부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WFP는 현재 볼리비아 농업보험연구소(INSA)와 국가식품영양위원회(National 

Food and Nutrition Council: NFNC)와 협력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5) 이외 

WFP는 시민안전총리실(Vice Ministry of Civil Defense)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 프

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

다(WFP 2018: 13). 

85) 해외출장결과보고서(2019. 6. 23.~ 2019. 7. 5.), WFP 면담자료: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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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의 

대볼리비아 지원은 197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원 전략은 가족 친화적 농업 정책 

수립을 위한 유상 지원과 식량안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다. IFAD는 볼리비아 농촌 지역 내 소규모 농가의 이윤

을 증대하고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의 역량을 개선하고자 

하며, 여성, 청년층, 원주민 집단을 포함한 소외 계층을 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

에 따라 IFAD의 주요 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의 기술 및 비즈니스 역량 강화, 농산

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 혁신을 통한 소규모 생산자 조직의 경쟁력 강화, 

소규모 농가의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파트너십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IFAD는 볼리비아에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

여 중앙 및 지방 정부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

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IFAD의 대볼리비아 ‘국가전략기회프로그램(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 COSOP) 2015~2020’을 통해 선정된 주요 지원 분야는 소규모 농가

의 비즈니스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이다. 첫째, 전략 목표 1로 제시된 소규모 농가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역량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사업 활동은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 

강화, 소규모 기업의 기술적, 조직적 및 기업적 역량 강화, 농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 혁신,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농산물 시장의 상업화 및 금융시장으로의 

접근성 개선, 지식 공유 활성화 등을 포함한다. IFAD는 위와 같은 사업 활동을 통

해 볼리비아의 관련 법령과 ‘PDES 2016~2020’의 가이드라인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볼리비아 농촌개발토지부(MDRyT)와 생산적 개발 및 복합경제부

(Ministry of Productive Development and Plural Economy)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IFAD 2015: 6).

전략 목표 2는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관리,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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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및 물적 자산의 확대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은 지방자치구역 

및 지역사회별 영토관리 계획 수립, 전통적 생활 방식의 보존, 천연자원 관리를 위

한 인프라부문의 혁신 및 투자 활성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위험 관리 등을 포함한

다. 특히 IFAD는 볼리비아의 천연자원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 환경 및 기후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볼리비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개발과 관련한 

법령(Framework Law on Mother Earth 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for 

Living Well)’, 볼리비아 ‘PDES 2016~202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후 변화계획

(Plan on Climate Change for Living Well)’ 등 볼리비아의 관련 법령 및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FAD는 볼리비아의 농촌개발토지부와 환경

수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와 협력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IFAD 2015: 6).

이와 더불어 IFAD는 ‘국가전략기회프로그램(COSOP) 2015~2020’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혜자 선정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첫째, 고산지와 안데스 산맥의 골짜기에 거주하는 인구, 볼리비아의 아마

존 지대에 거주하는 인구 등 빈곤율과 취약성이 높은 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주로 

추진될 예정이다. 둘째, IFAD는 사업 추진 시 지리적으로 동질적이고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은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와 더

불어 IFAD는 볼리비아로부터 사업 수요를 요청받을 경우, 수혜자 선정 시 자기 주

도적 선정(self-targeting) 기준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및 문화적 기준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차별적

인 계획을 마련하고, 여성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활동을 고안하여 수혜자

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IFAD 2015: 7). 

현재까지 종료되거나 진행 중인 IFAD의 볼리비아 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의 수

는 총 14개, 총 지원금액은 1억 5,100만 달러로 나타났다.86) IFAD의 대볼리비아 

86) IFAD 웹사이트(https://www.ifad.org/en/: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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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은 신용 및 금융 서비스, 농촌개발, 마케팅, 저장, 가공 등 농산물 가치사

슬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규모 라마 생산자 단체의 시장접근성 

개선 및 역량 강화, 생산 인프라 개선,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농촌 지역의 

소득 창출 등의 사업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부록 3>. 

2.7. 국제사회의 지원 전략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7년 동안 볼리비아의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분야 

총 지원액이 가장 높은 독일과 덴마크의 주요 지원 전략을 살펴보았다. 또한 IDB, 

WB, WFP, IFAD를 포함한 주요 다자기관의 대볼리비아 협력전략과 현재까지 추

진된 사업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가 및 기관별 주요 지원 전략과 중점 지원 

분야를 요약하면 <표 4-5>와 같다. 독일과 덴마크에서 지원하는 양자 간 원조는 

주로 농업 용수 접근성 개선 및 농식품 가치사슬에 초점을 두며,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은 농촌개발, 소규모 농가의 역량 강화, 농업 인프라 개선 등 보다 다양한 분야

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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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대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중점 지원 분야

국가(관련 전략) 중점 지원 분야

독일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정부기관의 역량 강화

덴마크
(볼리비아 협력전략 2013~2018)

농산물 가치사슬 개선 
중소규모의 농산업체 육성
농촌지역의 금융 접근성 개선

국제농업개발기금
(국가전략기회프로그램 2015~2020)

소규모 농가의 비즈니스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세계식량계획
(볼리비아 국가전략계획 2018~2022)

위기 상황 발생 시 식량 원조 지원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소규모 농가의 생산성 개선 및 소득 창출 
정부 및 지역기관의 역량 강화 

세계은행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 2012~2015)

농업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인프라 개선
지속가능한 토지 계획 수립
가족농 및 여성 농가의 소득 창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및 제도적 역량 강화 
농식품 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 

미주개발은행
(볼리비아 국가전략 2016~2020)

농촌지역의 운송 및 물류 인프라 개선
농촌지역의 전기 및 용수 접근성 개선
농업부문의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 지원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자료: GIZ 웹사이트8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2013), IFAD(2015), WFP(2018), 

WB(2011), IDB(2016)를 토대로 저자 작성.

87) GIZ 웹사이트(https://www.giz.de/en/html/index.html: 2019.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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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볼리비아 주요 농산물의 가치사슬 분석

3.1. 가치사슬 분석 개요

본 절은 볼리비아 농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반영

한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볼리비아 농림혁신연구원(INIAF)88)에 주요 

농산물의 가치사슬 분석을 의뢰하였다. 볼리비아의 주요 농산물에 속하는 감자 및 

퀴노아에 대한 가치사슬을 분석을 통해 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

출함으로써 개발협력 전략의 수립 및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2017년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볼리비아의 수도인 

라파스에 위치하고 있는 INIAF 본부를 방문하여 위탁연구의 내용과 범위, 향후 일

정에 대해 협의하였다. 또 INIAF 지역시험장이 위치한 코차밤바(Cochabamba) 지

역의 감자, 옥수수, 토마토 등 농업 현황을 조사하고, 농민단체, 협동조합 등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해 볼리비아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3.2. 감자 가치사슬 분석89)

본 분석의 목적은 감자의 가치사슬을 파악하여 가치사슬 내 각 이해관계자의 

연계를 강화하고 품목의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감자 생산에 관한 정량적 및 정성적 자료를 수집하고, 각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을 도식화하였다. 다음으로 가치사슬 내 이해관계자들의 

88) 농림혁신연구원(INIAF)은 볼리비아 농촌토지개발부(MDRyT)에 의해 운영되며 2008년 6월에 설

립됨. 기관의 핵심적인 연구목적은 볼리비아 농림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농가에 실

증 및 확산하는 것이며, 주요 9개 품목(밀, 감자, 쌀, 채소, 가축, 초지, 퀴노아, 카나, 산림)의 기술개

발에 집중하고 있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개발전략연구소 2017), (조직도 <부록 4> 참조). 

89) 본 소절은 볼리비아 Angel Félix Reyna Zaconeta가 수행한 위탁연구(Zaconeta 2019a)의 일부

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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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직적 및 수평적)를 파악하고, 각 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기회 및 도전 요인

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단계별 가치사슬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전략을 제시

하였다.

3.2.1. 볼리비아의 감자 생산 현황 

2017년 기준 볼리비아의 전체 농지면적은 약 3,800만 ha에 이르며, 이 중 감자

의 재배면적은 약 18만 ha로 전체 농지면적의 약 4%를 차지한다. 2016~17년 동안 

감자의 단수는 6.43톤(ha당)을 기록하였다. 볼리비아의 감자 생산량은 1984년에

서 2010년 동안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서 2013년 동안 감소하였으며, 2016

년에서 2017년 기간에는 증가하였다<표 4-6>. 

표 4-6  볼리비아의 감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연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단수(톤/ha)

1983~1984 133,958 676,277 5.05

2007~2008 179,407 935,862 5.22

2009~2010 180,416 975,418 5.41

2010~2011 182,896 906,413 4.96

2012~2013 173,168 612,768 3.54

2016~2017 182,675 1,174,743 6.43

자료: Zaconeta(2019a: 9)를 토대로 저자 작성. 

가뭄을 포함한 이상기후 현상, 낙후된 농업기술은 볼리비아의 감자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볼리비아의 감자 평균 생산량은 2016~2017년 기준 

6.43톤/ha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인접 국가인 페루(15톤/ha), 에콰도르(18.4톤

/ha), 콜롬비아(20톤/ha), 브라질(27.9톤/ha), 칠레(21.6톤/ha) 등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 감자의 생산량 및 단수는 산타크루스(Santa Cruz), 라파스

(La Paz), 코차밤바(Cochabamba), 포토시(Potosí), 추키사카(Chuquisaca) 순으로 

높았다. 상대적으로 산타크루스에서 감자의 단수가 높은 점으로 보아 이 지역에

서 감자 생산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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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볼리비아의 지역별 감자 재배면적, 생산량 및 단수 현황

구분 추키사카 코차밤바 라파스 포토시 산타크루스

재배면적(ha) 22.888 34.996 53.167 30.757 28.000

생산량(톤) 112.287 329.356 367.298 112.287 635.040

단수(톤/ha) 4.91 9.41 6.91 3.65 22.68

자료: Zaconeta(2019a: 11)를 토대로 저자 작성.

지역별로 관개시설이 갖춰진 감자의 재배면적은 <표 4-8>과 같다. 타리하

(Tarija) 주의 경우 전체 감자 재배지의 약 71%는 관개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관개시설이 갖추어진 감자 재배면적의 비율이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상 현상에 따른 감자 생산량의 변동이 큰 편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에서는 관개시설을 포함한 농업용수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표 4-8  볼리비아 지역별 감자 재배지의 관개 현황

단위: ha, %

구분
추키
사카

코차
밤바

라파스 포토시
산타

크루스
오루로 타리하

전체 재배면적 22,888 34,996 53,167 30,757 28,000 17,393 7,785

관개시설이 갖추어진 
재배면적

6,184 13,624 4,903 5,719 2,091 1,424 5,568

관개시설이 갖추어진 
재배면적 비율

27.0 38.9 9.2 18.6 7.5 8.2 71.5

자료: Zaconeta(2019a: 12)를 토대로 저자 작성.

볼리비아에는 현재 감자 재배에 종사하는 약 31만 3,000여 명의 농가 또는 단체

가 존재하나, 전체 감자 재배 농가의 약 11%가 생산자 조직 또는 단체에 속해 있는 

상황이다<표 4-9>. 볼리비아에서는 감자 생산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

지 않으며 이는 가치사슬에서 생산자의 가격 교섭력을 확보하는 데 불리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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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볼리비아의 지역별 감자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 현황

구분 추키사카 코차밤바 라파스 포토시

전체 생산자 수 42,151 64,450 97,915 56,643

조직화된 생산자 수 4,046 4,705 10,673 3,342

조직화된 생산자 비율(%) 9.6 7.3 10.9 5.9

구분 산타크루스 오루로 타리하 전체

전체 생산자 수 5,761 32,032 14,337 313,288

조직화된 생산자 수 1,233 3,171 2,824 36,028

조직화된 생산자 비율(%) 21.4 9.9 19.7. 11.5

자료: Zaconeta(2019a: 13)를 토대로 저자 작성.

현재 볼리비아에서는 우량(improved) 및 인증(certified) 종자를 이용하는 농가 

수는 각 4만 1,000여 명, 2만여 명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량 및 인증 

종자를 이용하는 농가의 비율은 13%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다<표 4-10>. 이로 미

루어 볼 때 볼리비아의 감자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들이 우량 및 인

증 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종과 재배기술을 확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

아있다. 

표 4-10  볼리비아의 지역별 감자 우량 및 인증 종자 이용 현황

구분 추키사카 코차밤바 라파스 포토시

전체 생산자 수 42,151 64,450 97,915 56,643

우량 종자 이용 농가 수 4,257 10,763 14,491 3,625

우량 종자 이용 농가비율(%) 10,1 16,7 14,8 6,4

인증 종자 이용 농가 수 3,161 3,609 3,623 1,926

인증 종자 이용 농가비율(%) 7,5 5,6 3,7 3,4

구분 산타크루스 오루로 타리하 전체

전체 생산자 수 5,761 32,032 14,337 313,288

우량 종자 이용 농가 수 743 4,004 3,283 41,167

우량 종자 이용 농가비율(%) 12,9 12,5 22,9 13,76

인증 종자 이용 농가 수 2,189 2,178 3,527 20,213

인증 종자 이용 농가비율(%) 38 6,8 24,6 12,8

자료: Zaconeta(2019a: 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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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감자 가치사슬 내 주요 이해관계자

볼리비아의 감자 가치사슬 내 이해관계자로는 농업 투입재 공급업체, 기술원조 

제공업체, 기술 제공인, 생산자, 생산자 단체, 금융 서비스 공급자, 연구 서비스, 시장 

참여자(공공 및 민간부문, 도매업자, 중개업자, 소매업자, 소비자) 등이 존재한다. 

① 투입재 공급업자

감자의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농업 투입재 공급업체는 종자 공급업체와 비료 

및 농약 제공업자로 구분된다. 종자의 공급은 주로 공공부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비료 및 농약은 주로 민간부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투입재 공급 단계에서 가치

사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자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기술 원조를 제공하고, 개

별 공급업자들이 주 단위의 종자생산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

다. 주요 종자 공급업체로는 코차밤바 지역에서는 SEPA Potato Seed Production 

Unit, APROSER(Potato Producer Association Tiquipaya Cochabamba), Centro 

Nacional de Innovación de Papa(CNIP), 라파스에는 Centro Biotecnológico de 

Semilla de Papa, 포토시에는 Organización de Productores de Sacaca y Chayanta

(ORPOSACHA)가 있다. 정부기관인 INIAF 또한 전국에 위치한 시험장을 통해 

종자를 공급해오고 있다.

비료 및 농약은 민간부문에 의해 제공되며 이들의 역할은 투입재 공급뿐만 아

니라 농가들에 감자 생산에 필요한 기술 원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사슬 내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비료 및 농약 공급업자로는 AGRIPAC, 

TECHIC, NGO 단체인 PROINPA Foundation for the research of Andean 

products, Servicios Agrícolas, DOW AGRO, INTERAGRO, TECNIAGRO, 

CIAGRO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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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산자 

볼리비아에서 개별 생산자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감자를 재배하고 있으며, 감

자 생산을 위한 역량이 부족하고 투입재 및 우량 품종의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볼리비아에는 약 200개의 감자 생산자 단체가 있으며 일부 단체들의 경우 씨

감자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 또한 볼리비아의 감자 재배 농민은 약 31만 3,000명에 

이르나 생산자 단체에 속한 농가의 비율은 10%에 지나지 않는다. 감자 생산자 조

직은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볼리비아의 감자 가치사슬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대적으로 조

직화된 생산자 단체의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에 의해 추진되는 감자 재배 관련 사

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시장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이

들은 공동으로 투입재를 구매하고 있으며, 가치사슬 내에서 거래 교섭력이 있는 

편이다. 그러나 감자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한 금융 및 행정 관리 부문에서의 역량이 낮다. 또한 관개, 저장 및 보관 등 인

프라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저조한 편이다. 

③ 기술, 금융, 연구 서비스 공급업자

현재 공공부문을 통해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감자 재배 기술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그 원인으로는 기술 교육 기간이 짧고 관련 기술 교육이 감자 품목에 초

점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감자 농가들은 소농이기 때문

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배 기술 교육이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

다. 이에 따라 생산 단계에서 감자의 가치사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INIAF와 같

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량 종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량 종자를 적극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볼리비아에서는 기상 조건으로 인해 감자 생산량의 변동성이 

높은 편이다. 현재 타리하(Tarija)주를 제외한 주요 주에서는 관개시설이 갖춰진 

감자 재배지의 비중은 10% 미만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역별로 기후 여건에 적

합한 관개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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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볼리비아에서는 감자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의 수는 약 50개 정도에 이르며, 주로 은행, 금융개발기관, 협동조합, 중소 규모 기

업 등이 참여해오고 있다. 금융 서비스는 비교적 저금리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가

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생산자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은 낮으며 감자 재배 농가를 주요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는 미비한 실정

이다. 

감자를 포함한 농업부문의 기술 연구는 INIAF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감자에 

특화된 연구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NGO 단체인 PROINPA가 참여해오고 있

다. 이외 주요 연구 기관으로는 감자종자생명기술센터(Potato Seed Biotechnology 

Center), 국가감자혁신센터(National Potato Innovation Center), 대학교 등이 있다. 

④ 유통(도매, 중개, 소매) 

볼리비아에서 생산된 감자는 소포장되어 전국의 주요 도시에 위치한 도매시장

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이후 중개인을 통해 소매업체로 판매되고 있다. 중개인에

서 소매업체로 감자가 납품되는 과정에서는 부하(負荷)라 일컬어지는 단위를 통

해 감자가 거래되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감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산물은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수확된 감자가 유통되

는 과정에서 저장 및 유통 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감자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조해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볼리비아에는 약 30개의 농산물 도매시장이 존재하며, 도매시장을 통해 수

집된 감자는 전국의 주요 도시에 위치한 약 144개의 소매시장으로 유통되고 있다.

도매상인은 생산자로부터 직접 감자를 구매해오고 있으며, 구매 시 톤 또는 부

하 단위로 대량으로 감자를 구매한다. 다음으로 중개인은 감자를 도매업자로부터 

부하 단위로 감자를 구매하며 이들은 도매상인 및 지역 시장에 위치한 판매인 사

이에서 중개 역할을 한다. 중개인은 감자 생산자와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으며 

주로 도매상인, 소매상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 소매업자는 중개인을 통해 감자를 

구매하며 상당수의 중개인들은 소매업자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가공업자는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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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으로부터 감자를 톤 또는 부하 단위로 구매하여 감자를 가공하며 주로 도매상

인 또는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가공업자는 농민들로부터 감자를 대

량 또는 중량으로 구매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공업자들을 통해 농민들에게 

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업자의 경우 감자

의 품질 및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최종

적으로 감자를 소비하는 주체이며, 볼리비아 국민의 1인당 감자 평균 소비량은 

110kg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수요는 감자의 품종 또는 품질 측면에서 가치사

슬 내 주요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현재 볼리비아에서 감자 산업은 초기 단계에 있으나, 생산자뿐만 아니라 도매

상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전환 행위자 단체(Transformer actor group)

라는 것이 있다. 현재 코차밤바 지역의 감자 생산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Procesadora Andina de Papa S.R.L. - PA & PA 업체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3.2.3. 가치사슬 내 이해관계자의 관계

감자 가치사슬 내에서 투입재, 기술원조, 기술 공급업자와 생산자(개별 생산자, 

조직화된 생산자)의 관계는 <표 4-11>과 같다. 수평적인 관계는 공급업자와 생산

자의 관계가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균형적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수직적인 

관계는 공급업자가 생산자보다 기술, 정보, 가격 교섭력 등의 측면에서 보다 우세

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평·수직적인 관계는 공급업자와 생산자의 관

계가 수평적이면서 동시에 수직적임을 의미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투입재 공급 

단계에서는 공공부문 및 NGO와 개별 생산자와 조직화된 생산자의 관계는 수평

적이면서 수직적임을 알 수 있다. 민간부문은 개별 생산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맺

고 있는 반면, 조직화된 생산자와는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기술 원조 측면에

서는 공공부문 및 NGO와 개별 생산자 및 조직화된 생산자의 관계는 수평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민간부문은 개별 및 조직화된 생산자보다 우위에 있다. 기술 공

급 측면에서 볼 때 공공부문 및 NGO와 개별 및 조직화된 생산자의 관계는 수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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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 수직적이다. 반면에 민간부문의 경우 개별 및 조직화된 생산자보다 우위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감자 가치사슬 내 투입재, 기술원조, 기술 공급업자와 생산자와의 관계 

공급업자 투입재 기술 원조 기술

구분 공공부문 NGO 민간부문 공공부문 NGO 민간부문 공공부문 NGO 민간부문

개별 생산자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직 수평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직

조직화된 
생산자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평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직

자료: Zaconeta(2019a: 28)를 토대로 저자 작성. 

 

금융 및 연구 서비스 공급업자와 생산자의 관계는 <표 4-12>와 같다. 금융 서비

스 분야에서 공공부문은 개별 및 조직화된 생산자와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의 관계는 균형적이며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간부문은 개별 및 조직화

된 생산자와 부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연구 서비스 분야에서 INIAF, 연구기

관 및 NGO와 개별 및 조직화된 생산자의 관계는 수평적이다. 반면에 대학기관과 

생산자의 관계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12  감자 가치사슬 내 금융 및 연구 서비스 공급자와 생산자와의 관계 

공급업자 금융 서비스 연구 서비스

구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대학 INIAF, 연구기관 NGO

개별 생산자 수평 부분적 관계 낮은 관계성 수평 수평

조직화된 
생산자

수평 부분적 관계 낮은 관계성 수평 수평

자료: Zaconeta(2019a: 28)를 토대로 저자 작성. 

시장 행위자(도매업체, 중개업자, 소매업체,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는 <표 

4-13>과 같다. 먼저 도매업체와 개별 생산자의 관계는 수직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매업체는 생산자보다 우세한 가격 교섭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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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요 시장 및 물류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도매업체와 조직화된 생

산자의 관계는 수평적이면서 수직적임을 알 수 있다. 중개업자 및 소매업체와 개

별 및 조직화된 생산자는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시장 조력자는 시장 행위자와 생산자들의 거래를 활성화하

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자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

당한다. 공공부문과 NGO를 포함한 시장 조력자와 생산자의 관계는 수평적임을 

알 수 있다. 

표 4-13  감자 가치사슬 내 시장 행위자와 생산자의 관계

공급업자 도매업체
중개
업자

소매
업체 

소비자

시장 조력자(facilitator)

구분
도매 
시장

가공
업자

공공 
부문

NGO 

개별
생산자

수직 수직 
간접적 
관계

간접적 
관계

비관계 수평 수평

조직화된 
생산자

수평·
수직

수평·
수직

간접적 
관계

간접적 
관계

비관계 수평 수평

자료: Zaconeta(2019a: 29)를 토대로 저자 작성. 

3.2.4. 가치사슬 개선전략

위 분석결과에 따라 감자의 가치사슬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감자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볼리비아 국민을 대

상으로 감자의 생산 및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량 및 인증 종자의 

생산 및 보급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INIAF의 주도 아래 연구기관, 대

학, NGO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이 신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기술개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들이 감자의 신품종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감자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신품종과 이에 대한 재배 

기술을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부문 및 NGO와 파트너십을 구축하

여 농가를 대상으로 감자 재배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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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감자의 생산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INIAF 또는 국가 감자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감자 생산을 위한 기술지침을 구축하고, 농촌개발토지부(MDRyT), 

NGO,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볼리비아의 감자 생

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관개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관련 기관의 관개시설 구축 분야에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공동 워크숍 등 

관련 협력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INIAF를 통해 개발된 감자 재배 기술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 및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는 감자 가치사슬 내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국가적 플랫폼이 필요

하다. 또는 감자 재배기술이 효과적으로 보급된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웹 세미

나나 정기적인 워크숍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2.5. 시사점 

첫째, 볼리비아의 감자 가치사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자 재배 농가의 인증 

및 우량 종자의 이용량을 늘려야 한다. 볼리비아의 감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우량 및 인증된 종자의 보급 및 확산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이를 위

해서는 공공 및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기술 원조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종자, 비료 및 농약의 보급에는 공공 및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 및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감자의 가치사슬을 개선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력이 감자 생산

자를 아우를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볼리비아의 감자 가치사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개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이 주도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 및 NGO 부

문이 감자 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감자 재배 농가가 조직화되어 도·소매 상인과의 거래 시 생산자 단체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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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교섭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전환회사(Transforming Company)와 도매시

장의 수를 늘림으로써 중개상인과의 연계를 촉진하고, 도·소매 업체와 중개상인

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볼리비아의 감자 가치사슬을 개선하

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 또는 프로그램의 수립이 요구된다. 

3.3. 퀴노아 가치사슬 분석90)

3.3.1. 퀴노아 생산 현황 

2013년 기준 볼리비아의 전체 농지면적은 3,800만 ha에 이르며, 2017년 기준 

퀴노아 재배면적은 11만 ha로 전체 농지면적의 약 2.91%를 차지한다. 2016~2017

년 볼리비아의 연평균 퀴노아 수확량은 0.6톤/ha으로, 페루의 연평균 퀴노아 수확

량인 1.2톤/ha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표 4-14>. 

표 4-14  볼리비아의 퀴노아 생산 현황 

연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단수(톤/ha)

1983~1984 20,687 10,078 0.49

2012~2013 105,390 34,054 0.32

2016~2017 110,639 66,792 0.60

자료: Zaconeta(2019b: 9)를 토대로 저자 작성.

볼리비아에서 퀴노아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오루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5>. 그러나 오루로에서 퀴노아의 단위 수확량은 포토시와 라파스보다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오루로, 라파스, 포토시 주에는 퀴노아를 재배하고 있는 

약 135개의 지자체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퀴노아 재배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의 경우 퀴노아 생산량의 변동성이 큰 편이다. 

90) 본 소절은 볼리비아 Angel Félix Reyna Zaconeta가 수행한 위탁연구(Zaconeta 2019b)의 일부

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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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볼리비아의 지역별 퀴노아 생산 현황

구분 라파스 오루로 포토시

재배면적(ha) 11,124 51,411 42,160

생산량(톤) 8,472 31,537 26,445

단수(톤/ha) 0.76 0.61 0.63

자료: Zaconeta(2019b: 9)를 토대로 저자 작성. 

퀴노아가 재배되는 주요 주에서 관개가 갖춰진 퀴노아 재배지의 비율은 

1.9~3.7% 수준으로 매우 낮다<표 4-16>. 볼리비아에서 퀴노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개 기술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4-16  볼리비아 지역별 퀴노아 재배지의 관개 현황

구분 라파스 오루로 포토시

재배면적(ha) 11,124 51,411 42,160

관개된 재배면적(ha) 416 1.658 791

관개면적의 비중(%) 3.7 3.2 1.9

자료: Zaconeta(2019b: 9)를 토대로 저자 작성. 

볼리비아에는 현재 약 8만 3,756개의 생산자 단체 또는 농가가 퀴노아 재배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 중 생산자 단체 또는 협회에 속하는 농가의 비율은 8.9%에 불

과하다<표 4-17>. 이로 미루어 볼 때 볼리비아에서는 현재까지 전통적이고 소규

모 방식으로 퀴노아가 재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7  볼리비아의 지역별 퀴노아 생산자 조직 현황 

구분 라파스 오루로 포토시 전체

생산자 수 8,899 41,129 33,728 83,756

조직화된 생산자 수 970 2,427 3,339 7,454

조직화된 생산자 수 비율(%) 10.9 5.9 9.9 8.9

자료: Zaconeta(2019b: 9)를 토대로 저자 작성. 

볼리비아에서 퀴노아 우량(improved) 품종의 이용률은 4.81%, 인증(certified) 

종자의 이용률은 1.99%로 매우 낮다<표 4-18>. 이로 미루어 볼 때 볼리비아의 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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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1차 생산 단계에서의 기술 원조가 제공되

고, 우량 및 인증 종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입재 및 재배 기술이 지원되어야 

한다. 

표 4-18  볼리비아의 지역별 퀴노아 우량 및 인증 종자 이용 현황

구분 라파스 오루로 포토시 전체

전체 생산자 수 8,899 41,129 33,728 83,756

우량 품종 이용 농가 수 1,317 5,141 2,159 8,617

우량 품종 이용 농가비율(%) 14,8 12,5 6,4 4,81

인증 품종 이용 농가 수 329 2,797 1,147 4,273

인증 품종 이용 농가비율(%) 3,7 6,8 3,4 1,99

자료: Zaconeta(2019b: 9)를 토대로 저자 작성. 

3.3.2. 가치사슬 내 주요 이해관계자

볼리비아의 퀴노아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는 투입재 공급자, 기

술 지원 제공자, 기술 제공자, 생산자, 생산자 단체, 금융 서비스 제공자, 연구 서비

스, 시장 행위자, 생산자협회, 중개업자, 가공업자, 마케팅 지원 업자, 소비자 등이 

존재한다.

 

① 투입재 공급업자

퀴노아 종자의 공급은 생산자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자 연합

은 INIAF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아오고 있다. 2018년 9월 볼리비아 퀴노아생산

자연합회(Asociacion Nacional De Productores De Quinua: ANAPQUI)는 INIAF

와 협력하여 오루로 주도 내 차야파타(Challapata) 마을에 인증된 유기농 퀴노아 

마케팅 센터를 설립하였다. NGO 단체인 PROINPA 조직은 16개 종류의 퀴노아 

종자를 공급해오고 있다. 

투입재 상인(공공부문)은 종자 인증 과정에서 기술적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NGO를 포함한 기타 투입재 행위자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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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들은 볼리비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퀴노아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속적인 퀴노아 생산을 유인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고, 

퀴노아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이 아직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투입 단계에 종사하는 NGO는 취약한 생산자와 우선적으로 관계 맺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퀴노아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② 기술 지원 공급업자

퀴노아 생산을 위한 기술은 주로 공공부문, NGO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기술 

원조 제공자들의 기회와 한계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부문의 기술 원조 제

공자들은 INIAF를 포함한 공공부문을 통해 제공되는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그러나 퀴노아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다. NGO의 경우 지역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퀴노아 생산에 초점을 맞추

고 있지 않아 한계점이 존재한다. 

③ 금융 서비스 제공자

금융 서비스 공급자들은 퀴노아 생산자 조직과 협력해오고 있으며, 볼리비아 

전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④ 연구 기관

퀴노아 생산을 위한 연구는 주로 INIAF를 포함한 공공부문, 대학을 통해서 이

루어지고 있다.

⑤ 시장 행위자

퀴노아가 시장으로 유통되기 전 단계에서는 퀴노아를 구워 껍질을 벗기고, 불

순물과 사포닌을 제거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볼리비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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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와 같은 용도로 이용되는 총 62개의 플랜트가 존재하며, 이 중 일부는 상업화

된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플랜트들은 오루로, 포토시, 라파스 사이에 위

치한다. 퀴노아의 가공은 주로 생산자 조직 또는 민간부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현재 볼리비아에는 약 22개의 조직 또는 회사들이 퀴노아를 인접 국가로 수출

하고 있다. 중개업자들은 퀴노아 가공 또는 수출업체와 연계되어 있다. 

⑥ 생산자 단체

볼리비아의 퀴노아 가치사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 가공, 인증 등의 과정을 개선하고 수출을 목적

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볼리비아 농가의 퀴노아 재배

면적은 평균 0.5~2ha로 소규모인 편이다. 볼리비아에는 약 8만 4,000명이 퀴노아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나, 8,900호의 농가만이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ANAPQUI는 볼리비아에서 가장 큰 퀴노아 생산자 연합회(association)이다. 

3.3.3. 가치사슬 내 이해관계자의 관계

퀴노아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투입재 공급업자와 생산자(개별 생산자, 조직화

된 생산자)의 관계는 <표 4-19>와 같다. 투입재 공급업자는 공공기관인 INIAF, 

PROINPA를 포함한 NGO, 민간부문, 생산자 연합회로 구분될 수 있다. INIAF, 생

산자 연합회와 개별 및 조직화된 생산자는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조직

화된 생산자들은 퀴노아 종자 생산을 위해 INIAF와 협력해오고 있다. 

민간부문과 개별 및 조직화된 생산자는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민간부문

은 생산자보다 기술 및 관련 정보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어 우세한 영

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GO 및 PROINPA와 개별 생산자들 관계

는 낮은 수준인데, 그 원인으로는 NGO 및 PROINPA와 같은 투입재 공급자들이 

조직화된 생산자와 우선적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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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퀴노아 가치사슬 내 투입재 공급업자와 생산자와의 관계 

구분
투입재 공급업자

INIAF NGO, PROINPA 민간부문 생산자 연합회

개별 생산자 수평 비관계 수직 수평

조직화된 생산자 수평 사업적 관계 수직 수평

자료: Zaconeta(2019b: 26)를 토대로 저자 작성. 

기술 공급업자와 생산자의 관계는 <표 4-20>과 같다. 공공부문 및 NGO와 개별 

생산자의 관계성은 낮으며, 그 원인으로는 기술 공급업자들이 조직화된 생산자 

또는 단체와 우선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및 NGO는 조직화된 생산

자를 대상으로 퀴노아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계를 맺고 있다. 민

간부문은 개별 및 조직화된 생산자를 대상으로 퀴노아 생산에 필요한 생산 및 마

케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

으며 가치사슬 내에서 영향력이 높다는 점에서 생산자보다 우위에 있다. 

표 4-20  퀴노아 가치사슬 내 기술 공급업자와 생산자와의 관계 

구분
기술 공급업자

공공부문 NGO 민간부문

개별 생산자 비관계 비관계 수직

조직화된 생산자 관계 관계 수직

자료: Zaconeta(2019b: 27)를 토대로 저자 작성. 

금융 및 연구 서비스 공급자와 생산자의 관계는 <표 4-21>과 같다. 금융 및 연구 

서비스 분야에서 공공부문, INIAF, NGO와 개별 및 조직화된 생산자의 관계는 수

평적이다. 공급업자들은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연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생산자와의 관계는 신뢰에 기반한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민간부

문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금융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지만, 주로 자본의 공급 및 대

출에 국한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연구 서비스 분야에서 대학기관과 생산자의 

관계는 밀접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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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퀴노아 가치사슬 내 금융 및 연구 서비스 공급업자와 생산자와의 관계 

구분

공급업자

금융 서비스 연구 서비스

공공부문 민간부문 대학 INIAF NGO

개별 생산자 수평 관계 낮은 관계 수평 수평 

조직화된 생산자 수평 관계 낮은 관계 수평 수평

자료: Zaconeta(2019b: 28)를 토대로 저자 작성. 

시장 참여자와 생산자의 관계는 <표 4-22>와 같다. 생산자 연합회와 개별 및 조

직화된 생산자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수평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반면에 중개업자 

및 민간부문과 개별 생산자의 관계는 수직적인데 그 이유는 중개업자와 민간부문

의 경우 생산자보다 상대적으로 시장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유통

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와 민간부문의 가격 교섭력이 

강한 상황이다. 

중개업자와 조직화된 생산자의 관계성은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중개업자의 경

우 상대적으로 개별 생산자와 거래할 경우 가격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어 개별 생

산자와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민간부문은 중개업자에 비

해 조직화된 생산자와 활발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소비자와 개별 및 조직화된 생

산자, 시장 조력자(공공부문 및 NGO)와 개별 및 조직화된 생산자의 관계성은 낮

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4-22  퀴노아 가치사슬 내 시장 참여자와 생산자와의 관계

구분
시장 참여자 시장 조력자(facilitator)

생산자 연합회 중개업자 민간부문 소비자 공공부문 NGO

개별 생산자 수평 수직 수직 낮은 관계 낮은 관계 낮은 관계

조직화된 
생산자

수평 비관계 관계 낮은 관계 수평 수평

자료: Zaconeta(2019b: 28)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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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개선전략 

볼리비아의 퀴노아 가치사슬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퀴노

아의 생산량이 증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볼리비아 국

민을 대상으로 퀴노아의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장려해야 한다. 특히 퀴노아의 영양

학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 소비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퀴노아 생산량 확

대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 퀴노아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관련 지침

과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증된 퀴노아 종자 생산을 위한 센터 설

립과 농가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INIAF가 주도적으로 

퀴노아 생산을 위한 품종 및 재배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기

관, 대학, NGO 등과 협력과여 개발된 종자 및 재배기술을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

해야 한다. 

둘째, 퀴노아 우량 품종의 개발 및 보급, 재배기술의 확산 등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INIAF와 국제퀴노아센터가 주도적으로 참

여하여 퀴노아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이 관련 연구기관, NGO 기관 등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품종 개발, 생산 및 재배 

기술 등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심포지엄, 세미나, 국가적 행사를 개최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퀴노아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정보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방 및 전

국적인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확산해야 할 것이다. 

셋째, 퀴노아 생산이 농가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퀴노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별 

농업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지역별로 적합한 재배 및 관개 기술이 개

발되어야 한다. 또한 소규모 퀴노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가치사슬 내에서 이들

의 가격 교섭력을 강화활 필요가 있다. 아울러 퀴노아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참여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국가적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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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시사점 

현재 볼리비아에서 퀴노아의 생산량은 저조하며 생산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 

국제시장에서 퀴노아 경쟁력이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증된 퀴노아 종

자의 이용이 확대되고 지역별로 적합한 재배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INIAF

와 같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우량 품종 및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이해관

계자들과 협력하여 개발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 및 확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점적 관수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퀴노아 생산에 적합한 관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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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 개발협력 전략 수립

1. 우리나라의 대볼리비아 ODA 지원 전략과 실적

1.1. 우리나라의 대볼리비아 ODA 지원 전략

우리나라의 대볼리비아 제1차 국가협력전략(CPS) 2012~2015은 볼리비아 ‘경

제사회개발계획(PDES) 2016~2020’을 실현함으로써 볼리비아의 인종·지역·계층

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볼리비아의 우선적인 경제개발 

수요에 기반하여 선정된 한국의 대볼리비아 중점협력 분야는 교통, 농업, 보건의료

이며, 범분야로 성평등 및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포함되었다. 2010~2014년 

동안 약 11개 이상의 부처 및 기관91)에서 집행액 기준 약 3,644만 달러 규모의 대

볼리비아 원조 사업을 추진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6: 14). 

제2차 국가협력전략(CPS) 2016~2020에 따른 한국의 대볼리비아 지원목표는 

‘PDES 2016~2020’의 목표를 달성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볼리비아가 개발도

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행

91) 교육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 외교부, 관세

청, 농촌진층청, 서울특별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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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업과의 연계성, 볼리비아의 국가개발계획 및 전략, 타 공여국의 지원 현황, 

한국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하여 중점협력 분야로 보건,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가 

선정되었다<표 5-1>. 

표 5-1  제2차 국가협력전략에 따른 한국의 볼리비아 중점협력 지원 분야 

분야 지원 방향

보건 건강한 삶을 위한 효과적인 질병 관리·대응과 건강 불평등 해소　

지역개발 새마을운동, 농축산업 생산성 증대 및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촌지역의 통합적 개발

교통
교통체계 통합 정책수립 역량 강화를 통한 인구·화물의 이동성 제고에 기여
거점지역 교통인프라 구축 및 운영 역량 강화 지원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및 소수력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 전수 등의 역량 강화를 실시하여 
벽지 및 오지 전력 공급 및 산업화 기반 마련에 기여

자료: 관계부처합동(2016: 14).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분야는 선정된 중점협력 분야 중 지역개발과 관련성이 높

으며, 지역개발 분야의 지원 방향은 새마을운동, 농축산업 생산성 증대 및 가치사

슬 확대를 통해 볼리비아 농촌지역의 통합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개

발 분야와 관련한 볼리비아의 개발수요는 농축산업 기술개발 및 관개시설 증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 농산품 가공 및 농촌지역의 개발을 통한 내수 및 수출증대를 포

함한다. 특히 볼리비아에서 핵심적인 농산물인 쌀, 옥수수, 퀴노아, 채소, 감자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최근 10년간 감소세를 보이거나 증가율이 낮은 상황임을 감

안하여 주요 작물의 생산성 증대가 우선적인 수요로 고려되었다. 

볼리비아의 농업 및 농촌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제2차 국가협력전략에 따른 한

국의 볼리비아 지역개발 분야 지원 방향 및 실행계획은 <표 5-2>와 같다. 첫째, 새

마을운동을 통해 농촌 주민의 의식을 개혁하고 농촌 근대화를 위한 기반 시설과 

농축산업 장비들을 확충함으로써 낙후된 고원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관

개시스템의 확충 및 관련 장비 지원, 물 관리 교육, 주요 작물에 대한 재배 기술 지

원 및 보급을 통해 농축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셋째, 국제 기준에 부

합하는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가공 분야 기술과 관련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농산

물의 가치사슬 개선과 상품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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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제2차 국가협력전략에 따른 한국의 볼리비아 농축산업 분야 세부 지원 방향

전략목표 1: 새마을운동 정신 함양을 통한 자주 농업 실현

중점 프로그램 실행과제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 개발 사업

새마을 정신 교육을 바탕으로 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고원지대 빈곤 타파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 프로그램

협동조합 수립을 통한 작물 협력재배 생산 지원

초청연수를 통한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

전략목표 2: 작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업 기술 연구 및 보급

중점 프로그램 실행과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관개시설 
공급 및 재배기술 보급 및 교육

관개 시설 공급과 물관리 역량 강화 교육 진행 

농업 생산 기술 보급 및 교육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 및 교육

초청연수(물 관리 및 영농기술 교육) 지원

전략목표 3: 농수축산품 상품화 및 유통 방안을 통한 내수공급 및 수출

중점 프로그램 실행과제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
대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수확 후 농축산품 가공 및 상품화 과정 지원

농수축산품 유통 과정 지원을 통한 내수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수익 증대를 위한 농수축산품 홍보전략 수립 지원

자료: 관계부처합동(2016: 14).

1.2. 우리나라의 대볼리비아 ODA 지원실적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한국은 볼리비아의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농업개발, 

농업용수자원, 농업 관련 기자재, 식량생산, 경제작물/수출작물, 축산, 비정규 농

업훈련, 농업 관련 교육/훈련, 농업 연구, 농촌개발 분야를 지원하였다. 2013년부

터 2017년 동안 한국의 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개발(다부문) 분야 총 지원금액은 

약 1,52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표 5-3>, 주로 외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국제협력단, 대외경제협력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을 통해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92) 

92)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웹사이트(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201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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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 지원금액은 약 844만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 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

안 분야별 지원금액은 농업 관련 기자재, 농업용수자원, 농업개발, 비정규 농업훈

련, 축산 순으로 높았다. 최근 5년 동안 임업 분야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

로 파악되었다.93)

표 5-3  한국의 대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OD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지원영
역

지원 분야
CRS 

코드 범주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액

농업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31110 - 0.02 0.05 0.01 - 0.08

농업개발 31120 0.30 0.64 0.16 0.47 1.55 3.12

농업용수자원 31140 2.54 - 0.02 - 2.30 4.86

농업 관련 기자재 31150 5.00 - - - - 5.00

식량생산 31161 0.07 0.06 0.06 0.04 - 0.23

경제작물/수출작물 31162 0.05 0.05 - - - 0.10

축산 31163 0.26 0.26 0.06 0.03 - 0.61

비정규 농업훈련 31165 0.01 0.09 0.26 0.11 0.15 0.62

농업 관련 교육/훈련 31181 0.01 - - - - 0.01

농업 연구 31182 0.06 - - - - 0.06

다부문 농촌개발 43030 0.14 0.22 0.16 - - 0.52

총액 - 8.44 1.34 0.77 0.66 4.00 15.21

주: 약정액 기준, 양자 간(NGO 지원 제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웹사이트를 토대로 저자 작성.94)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한국의 연도별 대볼리비아 총 ODA 지원액(약정액, 

NGO 지원을 제외한 양자 지원)은 2013년에 2,100만 달러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 들어와 약 4,300만 달러를 기록하여 대폭 확대되었다

<표 5-4>.95) 연도별 한국의 대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개발 ODA 지원액의 비중은 

2013년도에 약 40%를 기록하여 가장 높았으나, 이후 2016년에는 15%, 2017년에

는 9%를 기록하였다. 2013년을 제외하면 한국의 대볼리비아 원조에서 농업 및 농

93)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웹사이트(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2019. 5. 24.).

94)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웹사이트(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2019. 5. 24.).

95)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웹사이트(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201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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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점협

력국에 볼리비아는 1차에 이어 2차 중점협력국가로 선정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농립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서 지원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4  한국의 대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ODA 지원액 비중 추이

지원 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업 및 농촌개발(다부문) ODA 지원 비중(%) 40.2 6.6 9.2 15.6 9.2

총 ODA 지원액(백만 달러) 21.0 20.2 8.4 4.2 43.4

주: 약정액 기준, 양자 간(NGO 지원 제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웹사이트를 토대로 저자 작성.96)

한국의 대볼리비아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분야 ODA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한

국국제협력단(KOICA)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5-5>. 한국국제협력단은 추키사카 주(Department of Chuquisaca)와 산타크루

스 주(Department of Santa Cruz)에서 농업용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

형 사업과 볼리비아의 관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하였

다. 농업용수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프로젝트형 사업은 사업 대상지의 관개수로 

건설 및 저수용댐 축조, 지하수 개발, 농업 기계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사업 요소로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7)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은 농촌개발, 

비정규 농업훈련, 축산, 식량생산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봉사단을 파견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와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rea-Latin Ame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KoLFACI)98)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농

어촌공사는 볼리비아의 씨감자 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96)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웹사이트(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2019. 5. 24.).

97) 한국국제협력단 자료 제공(비공개).

98) 농촌진흥청이 주도하는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oLFACI)는 2014년에 발족되었으며, 

중남미 국가의 농업 생산성 증진을 위해 농업기술 및 영농교육 등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 간 협력 협의체임(식품저널 인터넷신문 웹사이트, http://www.foodnews.

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411: 2019.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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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한국의 대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ODA 사업실적

사업명 사업 분야
약정액
(달러)

사업
주체

사업
기간

봉사단 파견

농촌개발 46,902

KOICA

’18

비정규 농업훈련 121,614 ’18

축산 　 ’16

식량생산 　 ’16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기술협력 423,235

농진청

’17

운영테스트 350,338 ’16

기술협력 400,000 ’13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KoLFACI)

기술협력
82,205 ’17

48,347 ’16

기후변화대응 관개시스템 기술 농업용수자원 152,698

KOICA

’18-’20

추키사카 주 저수용댐 축조 및 관개수로 건설사업 농업용수자원 13,510,000 ’11-’20

고원지역 농업기계화 및 농민 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지원사업

농업개발 5,000,000 ’13-’20

관개 및 농업개발(중남미) 농업용수자원 22,087 ’14

산타크루스 주 몬테베르데지역 지하수개발사업 농업용수자원 3,270,000 ’12-’15

씨감자 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 지원사업 농업개발 1,083,061
농식
품부

’16-’20

총계 24,510,48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합보고 시스템을 토대로 저자 작성.99)

농촌진흥청의 볼리비아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는 2011년 개소하였으

며, 볼리비아 농림혁신연구원(INIAF)과 협력하여 현장 실증을 통해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OPIA의 협력사업은 크게 4

단계 전략을 목표로 하며, 1단계(1~3년)에는 협력연구사업을 통해 개도국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3~5년)에는 우수 연구결과 시연을 통해 소규모 시범사업

을 추진한다. 3단계(4~7년)에는 개발한 기술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에서 기

술을 적용하고, 4단계(8~10년)에는 해당 국가의 농업정책으로 확대 수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추진 사업은 차코(Chaco) 지역의 풀사료 선발, 벼세균성알

99) 한국수출입은행.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https://stats.odakorea.go.kr/index.jsp: 

201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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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름병100) 방제기술개발, 토마토 생산성 증진 기술개발, 소농을 위한 밀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옥수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을 포함하며, 2019년 신규 사업으로 

볼리비아 차코지역의 산지 축산 지속을 위한 풀 사료 선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표 5-6>. 

표 5-6  볼리비아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사업 목록

사업명 연차 사업기간

볼리비아 차코지역의 산지축산 지속을 위한 풀 사료 선발 및 보급 3년차 2017~2019

볼리비아 베니지역에서 벼세균성알마름병 방제기술개발 2년차 2018~2021

볼리비아 토마토 생산성 증진 기술 개발 2년차 2018~2021

볼리비아 소농을 위한 밀재배 생산성 향상 연구 1년차 2019~2021

볼리비아 옥수수 생산성 향상 연구 1년차 2019~2021

자료: 볼리비아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비공개) 자료를 통해 저자 작성. 

2. 개발협력 수요 관련 우리나라 비교우위 분야 

수원국의 경제 및 농업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할 때, 가

장 기본적인 요소는 협력대상국의 수원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 전략 등에 부합하고 수요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극적인 지

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수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농업 및 농

정 경험상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를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은 원조효과성에 부정적

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한국 농업이 개발도상국가에 비해 비교적 우위

에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우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이와 수원대상국

의 수요에 서로 부합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100) 벼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의 일종으로 2016년에 볼리비아에서 처음 발견되어 전체 벼생산량의 

20% 정도 피해를 입힘(새전북신문, 보도일자: 2019.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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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 외(2018)는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및 농업기술 경험 가운데 개도국에 대한 

협력사업의 주요 분야로 추진할 만한 것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내부에

서 인적 자원과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다른 공여국,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

가 있는 협력사업을 시행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들이다. 이를 간략히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곡(쌀) 분야 

1962년 농촌진흥청의 발족 이후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이 강화되면서 다수성 벼

품종이 개발, 보급되었고 이에 1975년도에 쌀의 자급을 달성하였다. 이를 포함하

여 주곡 증산정책, 벼의 육종기술과 다수확재배기술, 수확 후 관리기술, 쌀의 가공

기술 등은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쌀의 품종개발과 육종, 재배기술 보급, 가공과 유

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는 개발도상국가에 적용 가

능할 것이다. 

②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개발, 보급체계의 특징은 시험연구사업과 농업기술보급

사업이 하나의 독립된 기관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농촌진흥청은 실험실과 시범

포에서의 시험연구 결과를 농가 포장에서 기술보급사업으로 곧바로 채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공공기관이 개발한 우수한 신품종이 신속하게 농가에 보급되었고 각

종 건조, 저장, 도정, 포장 등 수확 후 관리기술도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③ 농기계 분야 

우리나라의 농업기계화는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농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적 보조와 융자 지원으로 빠르게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농기계 육성

정책과 농기계 훈련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이용조직 운영, 농기계 연구사

업 등은 개도국들이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농정 경험이 된다.

④ 농업인프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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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의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소류지 축조 및 기존의 수리시설 개․보수사

업에서 나아가 1970년 농업진흥공사가 설립되면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농업인프

라가 체계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에는 농지개발과 경지정리, 관배

수시설 개선, 영농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농업종합개발사업

이 추진되었다. 이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에 지대하게 공헌하였고 수자원 개발과 

공급 등 관련 토목기술과 시설 운용 역량이 크게 발전하였다. 

⑤ 축산 분야 

가축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을 통한 품종개량, 가축 사양기술 개선, 축산물 가

공 등에서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 한우는 고급 비육소, 산유량이 높은 젖소로 개

량하였고, 가축의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 생산기술, 질병 진단기술, 가축 방역 정책 

등에서도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추고 다양한 정책 경험을 가지고 있다. 

⑥ 조림 및 산림농업 분야 

한국전쟁 이후 황폐한 산림을 성공적으로 복구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을 단위 

산림계를 중심으로 산림보호, 취사 및 난방 대체를 위한 연료림 조성 등 다양한 규

제 및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단기소득이 힘든 산촌주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농작물 또는 약초 등 단기 임산물을 섞어 식재함으로써 식량, 과

실, 땔감, 목재 등을 생산하고 토양을 보전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⑦ 지역개발 분야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농촌 새마을운동은 국가가 선도한 농촌 개발 운동이었

으나 헌신적인 마을 지도자의 역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 공동체 

단위 기초 인프라 개선,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등 빈곤 탈피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허장 외(2012)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이른바 ‘한국형 ODA 모델’을 구축하

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농어업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정리하고 타 국

가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어업 분야 세부 협력 프로그램의 목록

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촌종합개발, 관개·배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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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관리, 농업 생산기반 구축 등 20개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이후 이를 보

완, 심화한 보고서에서는 일부 수산업, 어업과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을 제외시키

고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등 수정이 이루어졌다(이대섭 외 2015). 아래의 <표 

5-7>는 수정 제시된 농림업 분야 20개 협력 프로그램이다.

번호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

1 관개·배수시스템 개발 및 관리 11 경제작목 재배 및 시설원예

2 농업생산기반 구축 12 농촌특화사업 개발

3 농촌종합개발 13 영농 기계화

4 농업개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시스템 14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5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15 가축사육 및 관리

6 농산물 가공 16 가축질병 관리

7 농업협동조합 17 농식품 안전·위생 관리

8 친환경농업 18 농축산물 검역

9 농지제도 및 관리 19 임산자원 개발

10 농업인력 육성 20 산림녹화

자료: 이대섭 외(2015: 4)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5-7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프로그램

3. 개발협력 중장기 방향

공여국의 입장에서 수원국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경제 및 농업 분야의 개발전

략 및 발전목표는 대상국의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및 설정에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

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다. 수원국이 원하지도 않는 지원 전략과 추진과제는 원조효과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조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볼리비아 ‘경제사회개발계획(PDES) 2016~2020’의 농업 및 농촌 분야 

발전목표를 적절히 통합·수정하여 한국의 대볼리비아 개발협력 전략의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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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그림 5-1>. 

첫 번째 기본방향은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시스템 구축 지원이다. 볼리비아 

‘PDES 2016~2020’에서 가족농 및 지역사회 중심의 농업생산, 최적화된 농업시

스템 개발,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구축, 농업투입재,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

성 확대, 농지소유권 확립 등 총 5개의 농업 및 농촌 분야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

다. 이 중 최적화된 농업시스템 개발과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대성

과 및 달성목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농업생산성 증대와 이를 위한 농업생산 기반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목표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시스템 구축 지원’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농업부문의 보편적 접근성 강화지원이다. 볼리비아 ‘PDES 2016~2020’

에서는 농업투입재, 기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농지소유권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농업투입재, 기술, 서비스 등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

는 정부정책의 강화, 농업재해보험 확대, 금융접근성 확대 등을 달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지소유권 확립은 농지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및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

다. 이 두 가지의 목표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개발 및 제도 정비를 주된 내용

으로 담고 있는 만큼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두 번째 기본방향을 ‘농업부문의 보편

적 접근성 강화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수민족, 소농을 포함한 농촌지역사회 발전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볼리비아 ‘PDES 2016~2020’에서는 가족농 및 지역사회 중심의 농

업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농민은 대부분 소농으로 가족단위의 생

계형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 여성 등 사회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매우 낮고, 농촌지역사회의 사회기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

다. 따라서 지역공동체 결속을 통한 취약한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살기 좋은 농촌

사회 건설 및 지원을 위해 세 번째 기본방향을 ‘소수민족, 소농을 포함한 농촌지역

사회 발전지원’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의 기본방향은 크게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업부문(기본방향 1, 2)

의 지원과 농촌지역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개발 지원(기본방향 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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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기본방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

볼리비아 개발협력 목표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및 농촌개발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5-1  한국의 대볼리비아 농림업 및 농촌개발 지원 전략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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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협력 중점협력 분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발협력 현황, 볼리비아 국가개발 전략 및 농림업개발 전략, 국제사회의 지

원 전략, 우리나라의 지원 전략 및 비교우위, 주요 농산물의 가치사슬 분석 등 다양

한 측면에서 문헌 및 자료를 검토하였다. 또 원조수요 중심의 관점에서 볼리비아 

‘PDES 2016~2020’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

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리의 개발협력 목표 및 기본방향이 잘 전개되기 위해

서 우리나라가 지원해야 할 중점지원 분야와 그에 대한 세부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자 한다. 중점지원 분야는 기존의 우리나라 지원 전략, 국제사회의 협력 전략, 농

산물 가치사슬 분석,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 등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함의를 

바탕으로 선정하였고, 세부추진 과제는 중점추진 분야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들과 이들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볼리비아 농업 및 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고려해야 할 사안과 지원 방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표 5-8  중점추진 분야와 볼리비아 경제사회개발계획 및 국제사회 지원 전략과의 연관성

중점추진 분야 경제사회개발계획(2016-2020)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

기후변화 대응 및 농
업생산성 증대 

관개시설 구축
농기계 및 기자재 지원
농업기술 지원
축산기술 지원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농업기술 지원

농업정책 수립 및 
정부 역량 강화 지원

정부 역량 강화
농업재해보험 컨설팅
농지제도
농업금융
농식품기술 및 안전 연구

정부 역량 강화
농촌지역 금융접근성 개선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정책 및 개도 개선(농지, 수출, 영양, 취약계층 등)

지역공동체 및 협동
조합 구축 지원

협동조합 구축
농촌 정주여건 개발
토착농민 지원

중소규모 농산업체 육성
소규모 농가 비즈니스 개발
농산물 가치사슬 개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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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은 선정된 중점추진 분야가 볼리비아 ‘PDES 2016~2020’과 국제사회

의 지원 전략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볼리비아 ‘PDES 

2016~2020’은 개발협력 수혜자 측면에서 어떠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

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볼리비아 ‘PDES 2016~2020’은 5가지의 목표를 제시

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기대성과를 나열하고 있다. 그러한 

기대성과에 부합하는 한국의 지원가능 분야를 정리하면 관개시설 구축, 농기계 

및 기자재 지원, 농업기술 지원, 정부정책 수립 지원 및 역량 강화, 협동조합 구축 

및 운영 지원 등이 있다.

또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협력전략은 국제사회가 볼리비아의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농업기술 

지원, 농업부문 서비스 강화, 정부역량 및 연구개발 지원, 농산물 가치사슬 등이 

그 대표적인 지원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농업부문 원조의 수요와 공급을 특성 및 분야로 구분하여 한국의 대볼

리비아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하였다. 

4.1. 기후변화 대응강화 및 농업생산성 증대

볼리비아 농업 현황 및 농산물 가치사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볼리비아의 농업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기후변화, 관개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한 농업용수의 부족이다. 볼리비아에는 아마존(Amazonian) 유역, 알티플라노

(Altiplano) 유역, 리오(Río de la Plata) 유역을 포함한 대규모 하천 유역이 존재하

여 수자원은 풍부한 편이지만 전체 보유 수자원의 0.4%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농업을 위한 관개시설이 갖춰진 농지의 면적은 30만 ha로 이는 전체 농

경지의 약 0.7%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감자 및 퀴노아의 가치사

슬 분석 결과를 보면, 농산물 종자의 개발 및 보급, 재배 기술의 낙후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주변 인접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감자의 경우, 단수는 6톤/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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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접 국가인 페루(15톤/ha), 에콰도르(18.4톤/ha), 콜롬비아(20톤/ha) 등 이웃 

나라의 평균적인 단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퀴노아 또한 단수 0.6톤/ha로 

페루(1.2톤/ha)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볼리비아 농업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기

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점협력 분야는 우리나라의 농정경험과 발전과정에서 비교우위로 여

겨지고 있으며, 한국형 농림업 ODA 프로그램과도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있다. 허

장 외(2018)에서 제시한 개도국에 대한 협력사업의 주요 분야로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농업인프라 분야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점추진 분야의 하나

인 기후변화 대응강화 및 농업생산성 증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또 허장 외

(2012)에서 제시한 이른바 ‘한국형 ODA 프로그램 목록’의 관개·배수 시스템 개

발 및 관리, 농업생산기반 구축,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과도 직결된다.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생산성 증대와 관련한 지원은 기존의 우리나라 대볼리비

아 제2차 국가협력전략의 지역개발 분야 중점프로그램에도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관개시설 공급 및 재배기술 보급 및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

었다. 그러나 그 실행과제를 보면, 1) 관개시설 공급과 물관리 역량 강화 교육, 2) 

농업생산 기술 보급 및 교육, 3)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및 교육, 4) 초청연수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1), 2)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세부추진 과제에 포함

되지만 3)의 경우는 현재 주요 식량작물인 감자의 수급에도 큰 문제가 있는 상황

에서 우선지원과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 4)의 경우, 초청연수를 통

해 물관리 및 영농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 추진과제보다는 실제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하나의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1.1. 농업생산기반 구축

볼리비아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생산기반 구축이 시급

하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에는 경지정리, 관배수시스템 구축, 농로 등이 있지만 농

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가장 심각한 만큼 관개시설 구축 지원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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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관개시설의 구축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볼리비아의 경우 동부 고원지대에는 넓은 지역에 작은 규모의 마을이 산

개해 있다. 이와 같은 지역에 대규모 저수지 및 관개시설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실

제 수혜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을 또는 지역 단위의 소규모 저수지 및 관

개시설을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 동부

지역의 저지대에는 드넓은 평야가 존재한다. 이러한 곳에는 자본력을 갖춘 국제

기구를 통한 대규모 농지정리 및 관개시설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4.1.2. 영농기술 전수

농업용수 부족과 함께 농업생산성 저하에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 우량 종자

의 개발 및 보급 부족, 영농기술의 낙후로 꼽히고 있다. 볼리비아의 감자, 퀴노아 

등 주요 농산물의 종자는 개량되지 않은 전통적인 종자를 사용하고 있다. 인접 국

가에서 사용하는 우량 종자는 볼리비아의 높은 해발고도, 고산기후 등에 적합하

지 않아 대부분의 농민들은 수확량이 낮아도 지형 및 기후에 적응되어 있는 전통

적인 종자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종자 개량 기술을 바탕으

로 현지 기후 및 토양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대량생산하여 농민의 종자

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생산기술, 수확 후 관리, 시비법, 토

양 관리 등 농업생산 기술이 전반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

인 영농기술의 전수와 보급을 통해 농업생산성 증대를 지원해야 한다. 

4.1.3.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소농들의 농자재 및 농기계의 보급률 또한 매우 저조하다. 연구진은 2019년 6

월 23일부터 7월 5일 기간에 볼리비아 코차밤바 지역의 감자, 옥수수 농가 및 협동

조합을 방문하여 현지의 농업환경 및 여건을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농가 및 조합

은 보유한 농기계가 없어 수확부터 선별까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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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식량작물에 대해서 영농기술 전수와 같은 사업이 추진될 때 농자재 및 기

계 또한 함께 지원되면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볼리비아는 토

양 및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하고, 유사시 현지에서 수리 및 보수가 

가능한 제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4.2. 농업정책 수립 및 정부 역량 강화

볼리비아의 농업 분야 개발협력 전략에서 농업생산성 증대와 함께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농업정책 수립 및 정부 역량 강화 지원이다. 볼리비아 

‘PDES 2016~2020’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나타내

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업 관련 연구기관은 종자 및 육종, 재배기술에 특화된 

INIAF가 유일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볼리비아도 장기적으로 농촌 및 농업정책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기관 및 조직이 설립되어야 하겠지만, 가까

운 미래에 이러한 목표 달성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볼리비아가 

수요로 하는 이러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업정책 수립 및 정부 역량 강화는 주요 공

여국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에서도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농지, 영양, 취약계

층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금융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

는 분야이다. 

볼리비아의 농업·농촌 개발협력의 중점추진 분야로 제시한 농업정책 수립 및 

정부 역량 강화는 한국형 ODA 프로그램 목록과도 부합하고 우리나라 농정경험

과 발전의 비교우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지제도 및 관리, 농업인력 육성, 

농식품 안전·위생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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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농업정책 수립 지원

볼리비아 ‘PDES 2016~2020’에서는 농업재해보험, 농지제도, 농업금융, 농식품 

영양 및 안전, 협동조합 구축 및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의 정책수립은 전문적인 연구인력 및 조직 없이는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힘든 목표들이다. 특히, 농업보험, 농지제도, 금융 등은 각각의 정책으

로서 단독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이 하나로 어우러져 시너지 효

과를 발생한다. 또 이들 정책은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정책을 

수립할 때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정부

기관 및 연구, 학계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이 수십 년 동안 농업정책

을 연구해 왔다. 볼리비아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농업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농정경험과 제도를 이용해 단순히 볼리비아 농정에 적용하는 것 

보다는 볼리비아 농업, 환경, 정치 등에 맞도록 재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정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볼리비아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 이후 외국 원조를 기회로 국내 정치를 비판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김세원 외 2014). 실례로 

미국이 원조를 통해 코카 농장의 대안개발 및 코카 생산 통제를 시도하자 원조 기

관인 USAID를 추방하였고 아직까지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4.2.2. 농식품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

앞에서 제시한 농업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컨설팅 사업으로 만들어진 농업정책, 

법, 제도 등이 향후에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 역

량 강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볼리비아 정부 스스로 정

책을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림축산

식품부 및 산하기관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농업정책 기



제5장 농림업 개발협력 전략 수립 | 115

획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식품 공무원의 농민 지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볼리비

아 코차밤바 지역의 감자 및 옥수수 농업협동조합의 면담조사에서 볼리비아 농식

품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단순한 관리

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101)

4.3. 지역공동체 및 협동조합 구축지원

볼리비아의 빈곤율 및 영유아사망률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다. 농촌지역사

회는 위생시설, 편의시설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이 도시지역보다 현저히 열악하

다. 농촌지역의 빈곤율은 도시지역보다 3배 이상 높고 여전히 전기시설에 접근성

이 없는 인구는 20%를 넘고 있다.102) 이에 따라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는 볼리

비아 농촌지역의 식수, 전기 등 생활인프라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개발도상국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우리나라의 제2차 국가협력전략에서는 볼리비아 지역개발 분야 

중점 프로그램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개발사업이 포함되었다. 주요 실행과

제는 새마을 정신교육을 바탕으로 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고원지대 빈곤 타

파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 사업이다. 이러한 형태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통한 농촌

개발사업은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대체적

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다. 이러한 이유는 새마을운

동 사업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다. 새마을운동 사업은 두레, 품앗이 등 우리 정서에 

맞게 시대에 따라 수정되고 발전해 왔다(김완중 2019). 이러한 우리만의 독특한 

정서와 방식을 문화와 삶이 다른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주로 양계장, 양어장, 채소재배를 위한 비

101) 해외출장결과보고서(2019. 6. 23.~ 2019. 7. 5.).

102) World Bank Open Data(https://data.worldbank.org/: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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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하우스를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의 경우, 농민들의 사육 및 재배 기

술부족, 수익성 결여, 판로 부족 등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최근에는 기존의 단순한 생활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사회에

서 농민들이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가치사슬 측면에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원추세가 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9). 이러한 가치사슬 향상을 통해 농

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및 협동조합 구축 지원은 볼리비아 ‘PDES 2016~2020’의 

기대효과인 토착농민조직 육성 및 가족농의 역할 확대와도 부합한다. 또 주요 공

여국 및 국제기구도 소규모 농가의 비즈니스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지원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및 농업기술 경험 가운데 개도국에 대한 협

력사업의 비교우위 분야 중 지역개발 분야와 부합하고 ‘한국형 ODA 프로그램’의 

농업협동조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4.3.1. 농업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정부 주도로 발전된 한국의 농업협동조합과 달리 볼리비아는 농민 주도의 농업

협동조합이 발전해왔고, 정부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다. 25명 이

상의 농민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정부는 조합에 대한 등록만 해 주는 정도

이다. 그 외에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원정책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볼리비아 농민은 스스로 지난 20년 동안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해 왔

지만 실제로 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이 없는 상

태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에 가담하는 농가의 비중도 아주 낮다. 볼리비아의 감

자 생산자 중 11.5%(약 3만 6,000명), 퀴노아 생산자 중 8.9%(약 7,000명)만이 협

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창고를 공동저장시설로 사용하

고 마을금고 형태의 신용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볼리비아 농민

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공동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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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 생산, 공동 판매 등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농민조직화를 통해 투입재 구입, 농산물 판매 등에 거래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시장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가치사슬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에 볼리비아 정부가 협동

조합에 대한 정책 지원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2. 지역공동체를 통한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발전 지원  

농촌지역의 협동조합을 육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및 소수민족,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볼리비아 정부와 국제사회는 농촌

지역의 토착민족과 여성, 가족농, 취약계층의 비즈니스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

다. 이러한 소외계층 또한 협동조합의 일원으로 포함하여 농촌지역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가치사슬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

아가 농촌지역사회를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기반

을 조성하는 데 지역공동체 및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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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볼리비아는 한국의 제1차 및 제2차 국가협력전략에서 중점협력국가로 선정되

었고, 중점협력 분야에 농업 및 지역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리비아의 농업 및 개발협력 전략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볼리비아에 대한 개발협력 전략 수립의 필요성, 협력 가

능한 분야의 단순한 제시 등에서 그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농업 분야 개발협력 전

략 연구에서는 볼리비아 국가개발 전략서에 의존해 한국의 중점 지원 분야 및 전

략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개발에 대한 심층적이

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이에 따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개

발협력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이 직면한 문제점을 심층적

으로 분석하고 중점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우리나라의 볼리비아 농림업 분야 개발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볼리비아의 정부정책, 국가개발 전략

서,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지원 전략, 한국의 지원경험 등 다각적

인 측면에서 개발협력의 수요와 공급의 접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현실적

이고 효과적인 중점 지원 분야 및 세부추진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볼리비아 농림

혁신연구원과 함께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치사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볼리비아 국가와 농업 현황에 대

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볼리비아는 동부 저지대와 서부 고지대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지역별 기후 및 농업생산 여건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특히, 농업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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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주요 작물은 크게 식량

작물과 경제작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통적 식량작물로 감자, 옥수수, 쌀 등이 있

고, 동부 저지대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대두, 사탕수수, 퀴노아 등 경제작물이 있

다. 또한 빈곤율이 중남미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거, 교육, 보건 등 모든 

측면에서 삶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제3장에서는 볼리비아의 ODA 수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012~2017년 

기간 볼리비아의 총 수원금액은 45억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수원규

모를 나타냈다. 농업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 농지관리, 농업용수 등 생산기반 

조성 분야에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장 많았고, 주거환

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 농촌개발에 대한 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제4장에서는 볼리비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전략과 과제, 국제사회의 지

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볼리비아 정부는 애국정책 2025를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5년 단위의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볼리비아 ‘PDES 

2016~2020’은 빈곤 퇴치, 건강 및 교육 서비스, 과학 및 기술혁신, 생산주권 및 다

양화 등 여러 분야에 68개 목표와 340개의 달성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농업 

및 농촌 관련 목표로 가족농 및 지역사회 중심의 농업생산, 최적화된 농업시스템 

개발,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구축, 농업투입재,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보편적 접

근성 확대, 농지 소유권 확립 등 5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일, 덴마크,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사회의 지원 전략과 중점 지원 분

야를 검토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 분야는 크게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 농업기술

개발 등 농업생산성 증대와 금융서비스, 농지제도 등에 대한 정부 역량 강화 그리

고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제4장에서는 볼리비아 농림혁신연구원(INIAF)에서 수행한 감자와 퀴노아 

가치사슬 분석을 바탕으로 볼리비아 농업이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볼리비아 지원 현황과 전략, 우리의 비교우위를 

검토하고 앞 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볼리비아 농림업 분야 개발협

력 전략을 수립하였다. 원조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볼리비아 ‘PDES 20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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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업 및 농촌 분야 발전목표와 국제사회의 지원 전략,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시스템 구축 지원이다. 이는 농업기술의 전수, 농업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한 

농업생산물 증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농업부문의 보편적 접근성 강화 지원

이다. 이는 농업투입재, 농업기술, 농업재해보험, 금융서비스 등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개발 및 제도 정비를 포함한다. 셋째, 소수민족, 소농을 포함한 농촌지

역사회 발전 지원이다. 볼리비아 농민은 대부분 소농 및 가족농으로 생계형 농업

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 여성 등 사회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매우 낮고, 

농촌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

모하고 취약계층을 보호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세 가지 기본 방

향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대볼리비아 개발협력 목표를 지속가능한 농

업생산 및 농촌개발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와 기본방향이 잘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지원해야 할 중점

추진 분야와 세부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각 중점 지원 분야는 상위개념인 기본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분야를 선정하였다. 또한 각 중점 지원 분야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점과제를 세부추진 과제로 선정하였고, 이들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볼리비아 농업 및 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고려해야 할 

사안과 지원 방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중점추진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강화 및 농업생산성 증대이다. 볼리비

아의 농업 현황, 감자 및 퀴노아의 가치사슬 현황, 국제기구의 지원 전략 등을 통해

서도 볼 수 있듯이, 볼리비아 농업에 가장 큰 해결과제는 생산성의 증대이다. 이러

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추진 과제로 농업생산기반 구축, 영농기술 전수,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을 선정하였다. 이는 농지정리, 관개시설의 구축 등의 생산

기반구축과 우량 종자의 생산 등 영농기술 전수, 농업 기계화 등은 우리나라 농업

의 강점으로 여겨지는 분야들이다. 

두 번째 중점추진 분야는 농업정책 수립 및 정부 역량 강화이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로 농업정책 수립 지원과 농식품 공무원 역량 강화 지원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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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 ‘PDES 2016~2020’의 목표로 농지제도, 농업보험, 농

업금융 등에 정책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농정의 발전경험에서도 위와 같은 

법 또는 제도의 수립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한 만큼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업정책 수립을 지원한 이후에도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

부 농식품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및 협동조합 구축 지원이다. 세부추진 과제로 농업협동

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과 지역공동체를 통한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 발전 지원을 

제시하였다. 농촌지역의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소수민족,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농촌지역사회의 생활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데 협동조합 및 지역공동체

의 역할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지난 십여 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예산규모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적개발원조의 실효성과 질적성장

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원조효과성을 제고하여 수원국의 발전에 기

여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이 필요로 하고 공여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잘 접목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볼리비아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

한 개발협력사업의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대상국의 수원수요, 국제사회의 지원 

전략, 우리나라의 경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발협력 수요와 공급의 접점을 찾

고자 하였다. 볼리비아의 농업 및 농촌개발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및 

개발협력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연구가 볼리비아의 농업 분야 ODA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유관기관에 풍부한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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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볼리비아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

볼리비아의 농산물 수출 현황(2017년)
단위: 천 달러

식품웨이스트·
조제사료(HS:23) 

동식물성 유지
(HS:15) 

과실·견과류(HS:08) 곡물(HS:10)
채유용 종자·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사료식물(HS:12)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콜롬비아  192,334 콜롬비아  153,399 미국  38,046 프랑스  6,459 페루  37,824 

페루  137,393 에콰도르  36,068 영국  35,697 네덜란드  5,948 네덜란드  7,338 

칠레  22,438 페루  18,946 독일  35,184 캐나다  4,803 독일  5,931 

에콰도르  10,112 칠레  18,203 아르헨티나  26,706 독일  4,788 미국  5,400 

미얀마  967 포르투갈  48 네덜란드  14,398 호주   3,895 일본  3,456 

세계전체 365,210 세계전체  226,768 세계전체 201,327 세계전체  83,083 세계전체  76,061 

자료: UN Comtrade를 토대로 저자 작성.103)

볼리비아의 농산물 수입 현황(2017년)
단위: 천 달러

기타조제식료품
(HS:21)

제분공업생산품
(HS:11)  

곡물·곡분의 조제품
(HS:19)  

곡물(HS:10)
음료·주류·식초

(HS:22)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 국가 수입액

브라질  46,786 아르헨티나 126,615 아르헨티나 28,740 아르헨티나 53,429 아르헨티나 18,193 

칠레  38,685 파라과이  4,285 페루  21,383 미국  4,629 브라질  9,976 

미국  26,883 브라질  3,251 브라질  12,299 브라질  4,368 영국  5,601 

페루  14,801 칠레   908 칠레  8,383 멕시코  1,743 멕시코  5,026 

아르헨티나 8,507 페루  582 멕시코  6,042 파라과이  1,274 파나마  2,188 

세계전체 151,283 세계전체 136,418 세계전체 85,136 세계전체 67,361 세계전체 52,352 

자료: UN Comtrade를 토대로 저자 작성.104)

103) UN Comtrade 웹사이트(https://comtrade.un.org/data/: 2019. 3. 25.).

104) UN Comtrade 웹사이트(https://comtrade.un.org/data/: 201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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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볼리비아의 농림업 및 농촌개발부문 ODA 수원금액
(공여기관별)

단위: 백만 달러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총계 74.62 95.44 97.01 160.99 209.37 114.24 751.68
DAC 회원국(총계) 42.29 56.28 95.46 27.50 20.75 26.55 268.82
 호주 0.21 - - - - - 0.21
 오스트리아 0.00 0.00 0.01 0.01 0.00 0.01 0.03
 벨기에 3.49 1.86 3.11 1.41 1.28 1.97 13.12
 캐나다 2.10 0.07 1.10 9.89 5.41 1.77 20.35
 체코 - - 0.01 0.01 - - 0.03
 덴마크 5.36 0.00 41.38 0.32 0.00 0.86 47.92
 핀란드 - 0.13 - - 0.09 - 0.22
 프랑스 0.56 0.20 0.52 1.70 1.28 0.18 4.43
 독일 2.95 16.70 35.74 6.91 3.90 3.67 69.87
 아일랜드 - - - - - - 0.00
 이탈리아 0.45 1.27 1.46 0.79 0.32 0.57 4.86
 일본 3.12 2.36 2.22 1.08 1.37 0.75 10.90
 한국 10.48 8.76 1.32 0.82 0.69 4.00 26.07
 룩셈부르크 0.27 0.34 0.28 0.46 0.61 0.58 2.53
 네덜란드 3.36 0.07 0.00 0.00 0.00 0.00 3.44
 노르웨이 0.41 0.38 0.55 0.89 - 0.03 2.27
 스페인 6.78 3.59 4.93 3.01 2.71 3.92 24.95
 스웨덴 0.00 0.39 1.18 0.01 2.93 5.36 9.87
 스위스 1.94 19.79 1.59 0.00 0.00 2.40 25.72
 미국 0.81 0.35 0.05 0.20 0.17 0.46 2.04
다자(총계) 32.32 39.17 1.55 133.50 188.62 87.69 482.85
 EU - 28.21 - 22.97 - - 51.18
 지역은행(총계) 0.00 1.41 1.52 63.24 188.62 0.00 254.80
  IDB 0.00 1.41 1.52 63.24 188.62 0.00 254.80
 UN(총계) 32.32 9.55 0.03 47.28 0.00 12.69 101.88
  FAO - 0.32 - - - - 0.32
  IFAD 0.00 9.16 0.00 18.12 0.00 12.69 39.97
  UNDP 0.00 0.07 0.03 - - - 0.10
  WBG 32.32 0.00 0.00 29.17 0.00 0.00 61.49
 기타 다자(총계) 0.00 0.00 0.00 0.00 0.00 75.00 75.00
  CIF - - - - - 14.00 14.00
  OFID - - - - - 61.00 61.00

자료: OECD DAC CRS를 토대로 저자 작성.105)

105) OECD DAC 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2019. 11. 13.).



부 록 | 127

부록 3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대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개발 사업 목록

독일국제협력공사(GIZ)의 대볼리비아 ODA 프로그램/프로젝트 목록

분야 프로그램/프로젝트 대주제

농촌개발

볼리비아의 수자원 안보 강화

수자원, 에너지 및 식량 안보 분야의 통합적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Ⅰ,Ⅱ,Ⅲ

보호 자연 지역 및 완충지의 관리

볼리비아의 대안 개발을 위한 전략 마련 

볼리비아의 천수답 관리를 위한 국가 계획 지원

지속가능한 인프라

볼리비아의 더 나은 수자원 정보

재생에너지의 이용 확산

중소규모 도시의 수자원 및 위생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도시 주변지역의 수자원 및 위생을 위한 프로그램

볼리비아의 재생 개발

안보, 재건설 및 평화 시민 평화 서비스: 볼리비아 저지대 내 이종 문화 간 대화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

자치권 및 분권화 지원

볼리비아 혁신 기금

남아메리카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지원 

안데스 지역의 분권화를 위한 인적 강화 지원

언론인을 위한 직업 훈련

라틴 아메리카 내 여성을 위한 폭력 근절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단체를 위한 지원

볼리비아의 이종 문화 간 법적 시스템 개발 지원

분권화 및 빈곤 감소 지원

교섭 역량 및 법적 역량 강화 

사회 개발
아동의 통합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기술 및 교육 지원

원주민 및 이종 문화를 위한 대학 설립

환경 및 기후변화 수자원의 품질 강화를 위한 통합적인 폐수 관리 

자료: 독일국제협력공사(GIZ) 웹사이트를 토대로 저자 작성.106)

106) GIZ 웹사이트(https://www.giz.de/en/html/index.html: 2019.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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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국제협력공사(GIZ)의 대볼리비아 농업 분야 ODA 프로그램/프로젝트 목록

주제 사업명 사업기간 시행기관

볼리비아의 수자원 
안보 강화
(프로젝트)

하천 유역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농촌 개발

2018~2020
환경수자원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

수자원, 에너지 및 
식량안보 분야의 

통합적 지원(프로젝트) 

넥서스 프로젝트-물, 에너지, 
식량 안보

2016~2019
개발기획부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Ⅰ,Ⅱ,Ⅲ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2014~2017

개발기획부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보호 자연 지역 및 
완충지의 관리

(프로젝트)

보호 자연 지역 및 완충지의 
관리

1999~2011
환경수자원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

볼리비아의 대안 
개발을 위한 전략 마련 

(프로젝트)

국가 대안 개발 기금을 통한 
볼리비아의 대안 개발을 위한 

전략 마련
2005~2011

농촌개발토지부
(MDRyT)

볼리비아의 천수답 
관리를 위한 국가 

계획 지원
(프로그램)

볼리비아의 천수답 관리를 위한 
국가 계획 지원

2009~2012

환경수자원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

자료: 독일국제협력공사(GIZ) 웹사이트를 토대로 저자 작성.107)

107) GIZ 웹사이트(https://www.giz.de/en/html/index.html: 2019.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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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개발은행(IDB)의 대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사업 목록

사업명(영문)
사업비

(백만 달러)
승인
일시

주요 목적

CRIAR II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지원
(Support fo the Preparation and Initial 

Execution of CRIAR II Project)
0.30 ’13. 9.

농촌 식품 및 농업 이니셔티브
(Program Rural Food and 

Agricultural Initiatives II) 사업 추진
을 위한 준비, 역량 강화, 기초선 조사 

실시 

추키(Chuqui) 지역 소규모 아마란스
(Amaranth) 생산자의 가치사슬 통합  
(Promoting the Inclusion of Small 

Producers in the Amaranth Value Chain 
in Chuqui)

1.24 ’13. 10.
추키사카(Chuquisaca) 지역 내 아마

란트(amarant)의 가치사슬 강화

볼리비아 고산지지역의 지속가능한 퀴노아 생산 
(Sustainable Organic Quinoa Production 

in the Bolivian Highlands)
1.67 ’14. 6.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및 품질관리 
추적 시스템 개선을 통한 볼리비아 
Altiplano 지역 내 유기농 퀴노아의 

생산량 증대 

토지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지원
(Support for the Preparation of Land 

Administration Program)
0.15 ’15. 8.

유상 원조 토지 위생 프로그램(Land 
Sanitation Program)의 준비를 위한 
볼리비아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

관개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지원 II
(Support for the Preparation and Start of 

the Irrigation Program III)
0.15 ’15. 8.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의 기술적 

역량 강화 지원

농식품 이니셔티브 창조를 위한 직접 지원 II
(Direct Support for the Creation of Rural 

Agrifood Initiatives II)
62.00 ’15. 9.

농업 기술 지원을 통한 소규모 생산자
의 역량 강화, 생산자 조직 육성을 통
한 식품 기업 육성 및 시장 접근성 개선

소액금융 기반 조성 사업
(ECOMICRO2 - EcoMicro Project 

Fundacion Sembrar Sartawi)
0.28 ’15. 12.

소규모 농가 지원을 위한 소액 금융보
험에 관한 구상

농식품 안전을 위한 준비 지원 II
(Support for the preparation of the 

Agricultural Health and Food Safety II)
0.10 ’16. 5.

농식품 안전을 위한 제도 및 기술적 검
토 및 관련 계획 수립

농촌지역의 토지 조직화 및 
등록 프로그램

(Rural Land Regularization and Titling 
Program)

60.00 ’16. 9.
농촌 지역의 토지 행정 및 관리 시스템 

개선

농식품 안전 프로그램 II
(Agricultural Health and Food Safety 

Program II)
25.00 ’16. 11.

식물 병해충 관리를 통한 농업 생산성 
강화, 국제시장으로의 접근성 강화, 관

련 이해관계자 대상서비스 개선

볼리비아 농업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운용 지원 
(Operational Support for the Integral 

Development of the Bolivian Agricultural 
Sector)

0.15 ’18. 9.
농지 권리 분야 및 농업 건강 부문에서
의 기술제품의 개념화, 농업 분야 공공 

지출에 대한 검토 실시

주: 2013년 이후 승인된 사업만을 포함함. 

자료: 미주개발은행(IDB) 웹사이트를 토대로 저자 작성.108)



130 |

세계은행의 대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사업 목록

사업명 지원목표

농촌연맹사업(1, 2단계)
(Rural Alliances Project I, II)

농촌지역 내 시장 접근성 개선

농업혁신서비스사업
(Agricultural Innovation and Services Project)

농업 기술 및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 식량 안
보 달성, 가족농의 소득 창출 지원

농업개발을 위한 토지사업
(La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

소규모 농가(여성)의 토지 접근성 개선

자발적 농촌투자 사업
(Participatory Rural Investment II)

지역 사회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기술적 원조 제공

아마존 지역의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통합적 국토개발 사업
(Integrated Community-Driven Territorial Development 

for Remote Communities in the Amazon)

지속가능한 토지 계획 및 생산, 여성 조직의 
육성

자료: World Bank(2011: 18)를 토대로 저자 작성. 

 

108) IDB 웹사이트(https://www.iadb.org/en/projects-search?query%5Bcountry%5D=BO

&query%5Bsector%5D=AG&query%5Bstatus%5D=&query%5Bquery%5D=&page=

0: 2019.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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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대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 결과 매트릭스

결과 국가개발계획 CPS 결과

결과1: 
지속가능한 생산

적인 개발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촌 
지역의 극심한 빈곤 감소 

토지 접근성이 있는 농가의 소득 증대
농촌 주민의 조직적 판매 소득 증대
INIAF를 통한 농업기술 혁신 도입 및 농가로의 확산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인프라 수요 충족 및 경제통합 
촉진

San Buenaventura-Ixiamas 도로 이용자의 운송 비용 감소
Rurrenabaque Airport에서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된 항공의 비율 
수혜자 지역에서의 사회자본지수 개선
생산적 투자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금융 이용 증가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의 발전
재정평가에 관한 의사 결정자의 숙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개선 
관련 제도 및 절차의 개선 및 간소화 

결과2: 기후변화 
및 재해위험관리

기초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개
선 및 재해위험관리를 위한 정

부 역량 강화

취약성 감소 및 인프라 복구를 위한 재해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회·경
제·환경적 취약성 감소

지역 및 부문별 기후변화 회복력 전략 개발 

결과3: 인적자원 
개발 및 기초서비
스 접근성 개선

농촌 및 도시지역의 
인적 역량 강화

만성적 영양실조 인구 및 
모성 사망 비율 감소 

제도개선
라파스(La Paz) 지역의 중등교육 등록률 개선
La Paz 및 엘알토(El Alto) 지역 내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 개선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태양광 시스템 이용을 통한 농촌 지역 및 소외된 지역 내 수혜자
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성 개선
식수 접근 가능 인구 확대
위생 시설 접근 가능 인구의 비율 증대 
모바일 소유자 증대

결과4: 공공
부문의 효과성

지방 분권화 및 자치 강화를 
위한 국가계획체계 수립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승인 및 이행
원주민 및 토착민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및 역량 강화
인구통계를 통한 인구 및 농업 정보 개선, 농업통계 및 가구조
사 자료 업데이트

자료: World Bank(2011: 18)를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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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개발기금의 대볼리비아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사업 목록

사업명 분야
사업기간
(총 예산)

주요 지원활동(비고)

소농의 라마 경제 강화 
사업

신용 및 
금융서비스

2006~2015
(1,438만 달러)

소규모 라마 생산자 그룹의 사회적, 금융, 물리적 
자원 개발 
금융 자원, 기술 원조, 지식 및 정보 접근성 강화
시장 접근성 및 가치사슬 개선
라마 생산자 연합의 역랑 강화

볼리비아 고원지대 내 
라마 산업의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통합적 

강화 프로그램

농촌개발
2015~2022

(3,876만 달러)

농촌 지역의 빈곤 및 아동 영양실조 저감
생산인프라 및 신용자본 제공
라마 산업의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비즈니스 이
니셔티브 추진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여성 및 청년층의 참여 장려

볼리비아 국경지대 내 
가족농을 위한 

포용경제 프로그램 
농촌개발

2011~2019
(5,898만 달러)

소규모 생산자 조직의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개선
농촌 경제의 소득원 다양화
훈련, 자본투자, 신용서비스를 통한 성 평등 강화 
천연자원 관리를 위한 조직적 역량 강화
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안데스 곡물 및 아마존 
과일의 포용적 

파트너십을 통한 소규모 
생산자의 소득 증대

마케팅, 
저장, 가공

2017~2022
(2,760만 달러)

승인된 사업(미정) 

볼리비아 농촌지역 내 
가족농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회복력 강화
미정 7,269만 달러 추진예정 사업(미정)

주: 2019년 기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만을 포함. 

자료: IFAD 웹사이트를 토대로 작성.109)

109) IFAD 웹사이트(https://www.ifad.org/en/: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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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볼리비아 농림혁신연구원(INIAF) 조직도

청장 국가혁신
위원회

차장

기획조종관 홍보지원
담당관

법무담당관 기획 및
정책담당관

감사관 재정관리관

연구정책국 국립종자원 기술지원국 행정 및
재정국

연구개발과 종자검사소 지도개발과 총무과

유전자원과 종자관리소 농업인
교육과 재정지원과

연구제도과 종자수출입
관리소 기술정보과 행정법무과

연구지원
센터 농림연구국

행정지원과 운영지원과

연구개발과

종자보급과

기술지원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개발전략연구소(2017: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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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칭 주요업무

본  부 INIAF-National 연구행정, 대외협력

지역시험장 INIAF-Cochabamba 밀, 옥수수 생산기술

지역시험장 INIAF-Tarija 밀, 퀴노아 생산기술

지역시험장 INIAF-Beni 감자 생산기술

지역시험장 INIAF-Gran Chaco Semillas 콩, 참깨 생산기술

지역시험장 INIAF-Chuquisaca 감자, 밀 생산기술

지역시험장 INIAF-Santa Crus 참깨, 밀 생산기술

지역시험장 INIAF-Oruro 감자, 밀 생산기술

지역시험장 INIAF-Potosi 감자 생산기술

사업소 Comite de Semillas Santa Crus 농민협동조직 관리

사업소
Centro National de Produccion de Semillas de 

Hortalizas
종묘생산기술센터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개발전략연구소(2017: 126).

볼리비아 농림혁신연구원의 지역 연구소 및 사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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