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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제사회에서는

선진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
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통해서 절대 빈곤을 상당 수준 해결하였고 2016
년부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제정하여
빈곤을 완전 퇴치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절대 빈곤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절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제시되어 온 방법들이 빈곤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기보다는 단기간에 빈곤을 완화시
키는데 효과적인 식량과 물품 보급에 초점이 맞추어 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비정부기구들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개발 비정부기구인 굿네이버스 역시 35개국 내 200여개
지역개발사업장에서 현지 주민 주도로 종합적인 지역 사회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아동권리, 교육, 보건, 소득증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통해 절대빈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소득증대사업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주도가 강조되는 분야로 경제적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자립, 자조,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시민사회단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굿네
이버스가 어떻게 소득증대사업을 실행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보다 중요하게 이 소득증
대사업이 효과적으로 실효를 거두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는 향후 비정부기구가 진
행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소득증대 방식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말라위의 옥수수 소득증대사업은 굿네이버스
소득증대사업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소득증대사업의 성공요인
분석과 개선방향 도출을 위해서 본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1) 2011년부터 현
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옥수수 소득증대사업은 말라위에서 주식으로 활용되는 옥수수의
수매 및 유통을 위한 창고건축, 회전기금(Revolving fund)을 이용한 씨앗과 비료의 대
부, 수확 후 옥수수로 상환하는 대출, 생산량과 소득증대를 위한 교육훈련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옥수수 생산 증대, 가처분소득 증가, 지역공동체의
1) 본 소득증대사업은 굿네이버스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코이카와 유엔식량계획
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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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역량 향상을 이루고자 했으며, 사업 전 과정에서 지역주민조직이 사업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자립 역량을 형성하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비정부기구의 많
은 사업이 그렇듯이 면밀한 조사와 기획을 거쳐 수행되기 보다는 현장에서 수요를 파
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강작업을 거쳐 실행되었다. 따라서 현지 주
민의 역량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옥수수 소득증대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소득증대에
기여했는지,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사업기획과 관리는 적절하였는지 등에 대한 연구에
적절한 사례가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정부기구가 실행한 소득증대사업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준
최초의 연구라는 의의가 있으며, 개발협력분야의 기존 연구에 다음과 같은 공헌을 할
것이다. 첫째, 구체적인 국제개발협력의 현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분석
을 통한 소득증대사업의 효과성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비정부기구에
의해 진행된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여타 한국의 비정부기구들이 어떻게 소득증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현지 주민들을 대
상으로 설문, 인터뷰, 초점집단면접 등을 실제 진행함으로써 학문적 분석을 넘어 현장
을 깊이 있게 분석한 연구이므로 향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현장 연구에 공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기존의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고 굿네이버스의 말라위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할 것이다. 그 후 말라위에 대한 배경과 연구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하고 그 다음 장에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
지막 장에서는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살펴
보았다.

Ⅱ. 기존 연구 및 이론적 배경
소득증대사업은 많은 비정부기구들이 수혜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역
량을 집중하여 실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특히 소득증대사업은 지역 사회의 경
제적 발전을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부기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단기, 중장기 소득증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부기구들의 소
득증대사업이 오히려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지만 많은 연구
들이 소득증대사업이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정부기구들의 소
득증대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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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다양한 지역의 비정부기구의 소득증대사업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파울러

(Fowler)의 연구는 비정부기구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비정부기구들이
아프리카의 빈곤국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적 소득증대사업들을 분석하고 비정부기
구가 실시한 소득증대사업과 세계 자본주의 시장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분석하였다.2)
결과적으로 비정부기구의 소득증대사업은 아프리카 북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세계자본주의 시장에서 비정부기구는 지역민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소득증대사업 중 특히나 소액대출사업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이
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국가 내에서 운영된 사업들을 사례로 진행되었으며 소득증대사
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소액대출사업의 효과성을 증명하고 있다. 베트남 내 신용대출시
장에서의 참여 및 대출이 제약된 가구와 대출 기관 등을 평가하여, 베트남과 같은 개
발도상국들의 주민들이 자체적인 신용 기관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분석한 연
구는 소액대출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3) 소액대출사업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이
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와주고 소액대출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에서 진행된 유사한 연구 역시 소액대출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해주었다.4) 이 연
구는 비정부기구의 사업 참여 전과 후의 소득, 지출, 저금, 여성의 권력신장 등을 양적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액대출 사업 이후 대상 가정의 자산이 괄목할 만큼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정부기구의 소액대출사업이 개발도상국 주민의 경제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진 비정부기
구의 소액대출사업 역시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 연구는 비정부기구의 장기간 소득증대사업 중 대출 사업을 분석하여 소
득증대사업과 빈곤국의 경제력 향상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연구 결과 참여
2) Fowler, Alan. “Distant obligations: speculations on NGO funding and the global market.”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vol.19, no.55 (1992).
3) Duong, Pham Bao, and Yoichi Izumida. “Rural development finance in Vietnam: A
microeconometric analysis of household surveys.” World development, vol.30, no.2 (2002).
4) Rahman, M. Wakilur, Jianchao Luo, and Zhao Minjuan. “Welfare Impacts of Microcredit
Programm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 the State‐Designated Poor Counties of Shaanxi,
China.”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27, no.7 (2015).
5) Amin, Ruhul, Stan Becker and Abdul Bayes. “NGO-Promoted Microcredit Programs and
Women's Empowerment in Rural Banglades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idence”, The
Journal of Developing Areas, vol.32, no.2 (1998).; Khandker, Shahidur R. “Microfinance and
poverty: Evidence using panel data from Bangladesh.”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9, no.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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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 효과와 더불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
여주었다. 1991/92 년도와 1998/99년도의 서베이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소액대출이 긍정적으로 소득 증대를 가져왔다는 것을 밝혀냈다.
소액대출을 포함한 비정부기구의 소득증대사업은 해당 주민 전체의 소득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
다. 여성의 소득 증대와 함께 사회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남녀평등에 기여하
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인도 타밀 나두 지역에서 진행된 월드 쉐어(World Share)의
소득증대사업을 통해 이 지역의 여성들이 직업을 갖고, 소득을 얻게 됨으로써 빈곤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가 있다.6) 물론 이러한 사업을 통한 소득
이 불규칙적임에도 불구하고 비정부기구의 소득증대사업은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
는 개발도상국에서 여성 인권 향상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볼리
비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마르코니(Marconi)의 연구는 볼리비아에서
의 소득증대사업이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역할을 담당하고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 단체인 프로뮤어(ProMjuje)를 통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인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여주고 있다.7) 비정부기구들은 볼리비아에서 소득증대사업
과 함께 사회적 교육(Social Learning), 성별 연대(Gender Solidarity)와 집단 재생산

(Group reproduction)을 지역 사회에 교육시키고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실제
볼리비아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빈곤 타파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았다.
이러한 성공 사례와 함께 실패 사례 역시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트로
립(Trollip)의 연구는 소득증대 프로그램의 경우 성공하는 사례가 있으나, 실패하는 사
례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실패 사례의 경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소득증대 목
표그룹에 대한 사전 정보 파악이 부족하거나 현지 지역 정보에 대하여 무지한 프로그
램 입안자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8) 특히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단체에 소속된 프로그램 진행자(지도자)들이 현지인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
지 않고 그들의 관점에서 빈곤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득증대 프
로그램들이 실패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저개발국가 내 소득증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
6) Rajasekhar, D. “Economic programmes and poverty reduction: NGO experiences from Tamil
Nadu.”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2002).
7) Marconi, Velasco C. “Group dynamics, gender and microfinance in Bolivia”.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16, no.3 (2004).
8) Trollip, Anna-Marie. “The development of a strategy for the facilitation of income-generating
projects in rural communities: an insider account”, Journal of Family Ecology and Consumer
Sciences, vol.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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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1) 현지 지역 사회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실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2) 소득증대그룹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기술(기능)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며, 3) 회원
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4) 프로젝트를 진
행하는 비정부기구의 지도자나 조력자들이 현지 그룹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된 소득증대 프로그램의 실패 사례의 요인으로서
에이즈와 같은 질병 요인이나 현지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소득증대 사업의 시작과 수행
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9) 또한, 산얄(Sanyal)의 연구는
소득증대사업에서 행위자들의 관계 및 파트너십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성
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수혜국 정부, 비정부기구, 공여국 정부 간의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10) 세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함과
동시에 협력하는 ‘적대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소득증대사업의 실행과 유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소득증대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득증대사업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주창하는 연구도 존재한다.11)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비정부기구인 굿네이버스 말라위 사업장의 사
업성과에 대하여 먼저 굿네이버스 말라위 사업의 개관을 이해하고 사업모형을 먼저 논
의하고자 한다. 굿네이버스의 말라위

옥수수 소득증대사업은 사업장 내 소득증대그룹

의 개인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기금(Community Development Fund, CDF) 확대를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득증대그룹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며, 회원들에게 회전기금과
더불어, 농작물 재배교육 및 마케팅과 비즈니스 훈련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굿네이버스
의 소득증대 정책은 빈곤 소농의 개별적인 역량강화 위주의 활동이 가지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농민이 가지는 사회경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야만 자립이 가능하다는
철학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즉,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입각하여 협동조합과 같이 조

9) Hajdu, Flora, Nicola Ansell, Elsbeth Robson, Lorraine Van Blerk and Lucy Chipeta.
“Income-Generating Activities for young people in southern Africa: Exploring AIDS and
other constraints”, The Geographical Journal, vol.177, no. 3(2011).; Aas, Christina, Adele
Ladkin and John Fletcher. “Stakeholder collaboration and heritage manage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32, no.1(2005).
10) Sanyal, Bishwapriya. “Antagonistic Cooperation: A case study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Government and Donors’ Relationships in Income-Generating Projects in
Bangladesh”, World Development, vol.19, no.10(1991).
11) Islam, Md. Rafiqul. “The innovative elements in non-formal education of Bangladesh:
Perspective of income generating programmes for poverty allevi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and Development using ICT, vol.3, no.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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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된 소농들이 공동체로 존재함으로써 더 많은 사회적 힘과 경제적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들이 지역자립의 기초가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소득증대사업은 회전기금, 소득증대그룹(Income Generating Group, IGG), 가치
사슬 확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종자돈(Seed Money)과 지역주민조직을
육성하고, 경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들은 사업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자체 역량을 쌓
아간다. 하지만 외부지원에 의존한 조직화와 역량개발은 외부지원이 중단될 때, 다시
말해서 남아있던 종자돈이 소진될 때 지속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일회성 지
원이 아닌 지역사회 내 지원된 자금이 순환되는 구조의 회전자금 지원을 통해 공동체
내에 경제역량이 남아있게 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다음으로 농업 등 유사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지역주민들을 소득증대그룹으로 조직
화하여 공동 생산 및 판매활동을 육성함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게 한다. 공동
활동을 통해서 높아진 협상력과 역량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자생
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해당 생산물의 가치사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 및 유통, 판매 등 전 영역에서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회전기금은 회전과 기금이라는 용어가 나타내듯이 자금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지
역 내에서 머물며 지속적으로 회전 또는 순환되면서 지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장
기간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사업이 농
가에 비료나 종자 등 농자재를 사서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회전기금 운영
사업은 소득증대 그룹 회원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에 필요한 현물을 대출의 형태로 지원
하고, 이후 생산품 또는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하여 다음 해 사용할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굿네이버스 지부에서는 소득증대사업비 중 70%를 회전기금형 사업에 배정하
도록

하고

있다.

이

자금은

지부가

지역개발위원회(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 CDC)를 통해 소득증대그룹에 대출한다. 소득증대그룹은 그룹 내 회원에게
상환을 전제로 대출해 주며, 회원에게 원금 및 이자, 행정비 등을 포함한 가치를 추가
로 상환받는다. 상환금은 지역개발위원회에 환급하며 지역개발위원회는 이 기금을 활용
하여 다음 사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개발위원회와 소득증대그룹은
사업역량을 쌓고 기금을 확장하여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회전기금을 보유하고 집행하는 지역개발위원회와 회전기금을 대출하여 사업을 하는
소득증대그룹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지역개발위원회는 굿네이버스 지부로부
터 회전기금 자금을 받아 소득증대그룹에 대출해주며 소득증대그룹의 기금 운영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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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 한다. 소득증대그룹은 지역개발위원회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고 추후 지역개발위
원회에 대출금을 상환한다. 지역개발위원회는 대출을 관리 감독하고 소득증대그룹은 조
직 운영 및 사업 운영을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빈곤이라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응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
는 굿네이버스와 주민의 노력을 다음과 같은 변화이론모형<그림 1>으로 체계화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변화이론모형은 굿네이버스의 소득증대그룹 수립 및 역량강화, 회전
기금 투입, 생산 및 마케팅부문 교육훈련이라는 투입으로 시작한다. 초기 성과로 그룹
조직역량강화, 회전기금 이용 대출과 상환의 지속성 보장, 회원의 생산성 증대를 설정
하였고 지역개발위원회로의 창고료 납부와 회원 소득증대 및 생활 안정을 중기성과로
기대하였다. 그 결과로 사업 성과가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어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 공
동체의 경제역량 증대와 지역민의 소득 증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최종적인 변화
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진행된 사업을 평가하여 실제로 소득 증대가
일어났는지,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1> 옥수수 소득증대사업 변화이론모형

출처: 저자가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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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1. 말라위 배경
많은 아프리카 국가와 동일하게 말라위 인구의 약 90%는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촌 발전은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
만 일부 상업농을 제외한 대다수의 말라위 농민들은 낮은 농업 생산성 및 시장접근성
으로 인하여 춘궁기에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하여 생활
환경 개선이나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
러 지원기관이 노력하였지만 이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말라위 농업의 낮은 생산성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비옥하지 못한 토양
을 첫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말라위는 기본적으로 토지 자체
의 문제로 인해, 강우시 뿌리 부분까지 스며드는 질소 양을 최소화 시키는 동시에 흡
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적절한 비료 사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토질을 개선할
수 있는 비료를 구입 할 여력이 없는 농민들은 이러한 비료 없이 작물을 재배하고 있
기에 토질은 계속 악화되고 생산성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
해서 많은 농민들이 선진농법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아 농토를 부실하게 관리되거나 상
품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개간하거나, 생산성이 낮은 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하여
생산량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번째 요인은 현지 농민들의 대다수는 소농이며 시장에서는 개인 행위자이기 때문
에 정보와 자본에서 우위에 있는 중간상 등과 거래 시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다
는 것이다. 소농들은 시세 및 구매자 등의 정보파악이 어렵고, 판매처도 찾기 힘들며,
운송수단이나 판매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창고와 같은 저장시설이 없다.12) 이처럼 낮
은 시장접근성을 가진 농민들은 가격결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여 생산물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고, 농산물의 가치를 보상받지 못하여 지속적인 빈곤의
악순환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말라위는 토지 황폐화, 반복적인 가뭄, 늘어나는 인구밀도로 인해 매년 만성적인 식
량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가정 내 보관된 옥수수 대부분이 소진되어 수요가 증가
하고 시장가격이 오르는 12월부터 약 3~4개월 간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인구가 크게
증가한다. 말라위는 최근 9년 동안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으며, 2016년 최소 2백 80만
12) 김영완, 김경민. “최빈국의 경제 저발전 원인 분석: 말라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의 거버넌
스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6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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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굶주림을 겪고 있다. 2015년 엘니뇨로 최악의 가뭄을 맞았는데, 중증 급성영양실
조를 겪는 말라위 인구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두 달간 2배로 증가하였다. 유
엔세계식량계획은 위기를 겪고 있는 말라위의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량
구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공여국들도 구호기금을 지원하는 등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말라위는 노동인구의 90% 이상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인
구의 대부분이 옥수수, 담배, 땅콩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말
라위 정부 역시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비전들을 국가 정책 수립 시 반영하고 있다.

1998년 말

라위 정부는 2020년까지 성취할 비전을 담은 “Malawi Vision 2020”을 발표했다.

“Malawi Vision 2020”은 모든 말라위 국민들에게 충분한 양질의 식량을 적정한 가격
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 뒤로 2002년에는 Vision 2020의 활동 계획을 반
영하여, “Malawi Poverty Reduction Strategy(MPRS) 2002~2005”를 발표하였고, 이는
국가 빈곤을 감소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중기 전략이 되었다. 2006년 말라위는 Vision

2020을 바탕으로 “Malawi Growth and Development Strategy I and II (MGDS I,
II)”를 실행하였다. 농업 분야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MGDS II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의 16%에 달한다.13) 이 수치는 MGDS I 시행 전 배정되었던 예산이 평균

6%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수치이다. MGDS 기간 동안 옥수수 생산
량은 2005년 122만 톤에서 2010년 34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높은 생산량 달
성으로 인해 말라위는 농업분야 연평균 성장 목표인 6%보다 조금 상회하는 6.4%를
달성하게 되었다.14)
이후, 말라위 정부는 개발 협력파트너들에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식량 안보 향
상, 가구 단위의 영양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생산 식량의 다양화 및 농촌인의 농업 수입
증가를 목표로 하는 “Agricultural Sector Wide Approach (ASWAp)”를 공식화 하였
다. ASWAp는 ‘옥수수 생산량 증가 및 수확 후 손실 감소’, ‘가정 및 국가 단위의 영
양 개선을 위한 식량 생산 다양화 추진’, ‘위험 관리를 통한 국가 단위의 지속 가능한
식량 확보 추진’의 요소를 농업 분야의 투자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13)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alawi MDG Endline Survey 2014. Zomba, Malawi, 2015.
14) Ministry of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Division.
Malawi growth and development strategy II; 2014 annual review report: an assessment of
annual achievements for the 2013/14 Government Financial Yea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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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지역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말라위 중부에 위치한 치오자, 치무투, 차세타 지역의 3개 사
업장으로 이곳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지역의 기본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주민들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치오자와 차
세타의 절대 빈곤에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2/3 수준에 육박한다. 치무투는 상대적으
로 절대 빈곤율이 낮은 편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인구수가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절
대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수는 상당한 수준이다.

<표 1> 연구 대상 사업장 개요
구분

치오자 CDP (2010)

치무투 CDP (2009)

차세타 CDP (2011)

총 면적

81 Km²

300 Km²

16 Km²

인구

12,320 명

29,482명

4,490 명

인종

체와

체와

체와

언어

치체와

치체와

치체와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슬람교

주식

Nsima (옥수수)

Nsima (옥수수)

Nsima (옥수수)

75%

28%

65%

일 $1 이하
생활 인구
월 평균 소득

17 USD

28.6 USD

10 USD

초등학교 등록율

남 46%, 여 53%

남 76.8%, 여 80.8%

남 18%, 여 12%

문맹율

남 56% 여 39%

남 22%, 여 42%

남 46%, 여 63%

5세 이하
영아 사망률
영양실조율

35%

11.8%

18.5%

40%

35%

18%

안전한
식수 접근 인구

20%

49.0%

26.7%

출처: 굿네이버스 말라위 지부의 지역 평가 작성 자료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신뢰성, 객관성, 공통의 이해를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설
계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된 내용이 교차로 확인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연구분석 결과
의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문헌조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이해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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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등을 다층적으로 구성하였다. 현지조사는 2015년 3월9일부터 2015년 3월 21일
까지 말라위에서 약 2주간 시행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해석은 계량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한쪽에서 나온 분석결과가
다른 방향에서의 분석결과와 교차확인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분석은 교차분석 및 빈도분석, T-test등을 하였으며, 계
량분석으로는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질적
분석은 연구자간 분석내용을 교차 확인하여 질 높은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구조화 된 질문지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행하였다. 실사 진행 전,
현지 조사원 15명을 고용하여 하루 동안 조사원 교육 및 파일럿 조사를 통해 조사원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설문 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표본추출은 옥수수 소득증
대그룹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누어 추출하였다. 먼저 말라위 지부의 기초자료를 통해 사
업장 별 인구수를 파악하고, 이 중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회원의 수를 구분하였다. 3개
사업장의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회원은 총 779개 가구로,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
일 때 적정 표본크기는 258개 가구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사업장 별 옥수수 소득증
대그룹 회원의 적정 표본 수는 치오자 165가구, 치무투 44가구, 차세타 49가구이다. 옥
수수소득증대그룹 비회원의 경우, 가구 목록이 없어 사업장 별로 비슷한 비율로 나눠

117명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된 총 조사 표본 수는 378가구(옥수수
소득증대그룹 회원 261가구,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비회원 117가구)로 설문조사 실시과
정에서 3개 가구가 더 조사되었다.

<표 2> 표본 추출 과정
전체 모집단
추정 인구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회원
최종 표본 수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회원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비회원
합계
출처: 저자가 직접 작성

치오자
19,150
55%
500
64%
치오자
155

치무투
7,446
21%
129
17%
치무투
53

차세타
8,141
23%
150
19%
차세타
53

전체
34,737
100%
779
100%
전체
261

44

36

37

117

199

89

90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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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기간은 총 5일로, 치오자 사업장은 3월 10일부터 12일(3일간), 치무투 사
업장은 3월 14일, 차세타 사업장은 3월 15일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대상 일반현황, 공동체 거버넌스 구조, 농업 생산, 시장
접근성, 소득증대그룹 및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거버넌스, 가구 소득, 가구 소비 등 7개
분야 250여개 객관식 및 주관식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서 변화이론모형에서
제시하였던 소득증대그룹의 역량 발전, 생산성 및 소득 증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15)

<표 3> 설문조사 주요 내용
분야
조사대상 일반현황
공동체 거버넌스
구조
농업 생산

세부 조사 내용
가장의 성별, 가구원수, 응답자의 교육수준, 나이
지역개발위원회 및 소득증대그룹 조직 운영, 조직 신뢰도, 조직 간
차이점 인지 수준, 사업 기반 조직화 수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인식 전반, 식량안보 지원사업 등 등
농사 여부, 농지 규모, 주요 재배작물, 훈련 여부 등

시장 접근성

마케팅 교육 여부, 교육훈련 효과, 생산품 판매, 소득증대 방법 등

주민조직 거버넌스

소득증대그룹 조직운영, 소득증대, 신뢰도, 만족도, 훈련 만족도 등

가구 소득

소득활동 참여, 주 수입원, 가구 소득관리 등

가구 소비

주요 소비 대상, 식량구입비용 등

출처: 저자가 직접 작성

2) 초점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FGI)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위원 및 회원, 소득증대그룹 미 참여자,
식량안보 위원회 위원, 식량안보 지원 사업 수혜자, 대두(Soya) 소득증대그룹 위원 및
회원 총 170명을 대상으로 총 19번의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총 4일
로, 치오자 사업장은 3월 14일과 15일(2일), 치무투 사업장은 3월 18일, 차세타 사업장
은 3월 16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초점집단면접을 통한 조사 내용은 그룹 별 특성에 맞
게 질문지를 준비하였으나 많은 의견과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 논의의 폭을 제한하지
않았다. 주요 조사 내용은 지역개발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소득증대사업의 실질
적 효과에 대한 사항, 소득증대그룹에 대한 인식과 전망, 식량안보사업에 대한 실질적
15) 설문지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본 논문에 포함시키는 데는 공간적인 제약이 있음. 요청에 의
해서 자료를 공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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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전망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제시한 변화이론모형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
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4> 그룹별 조사 인원
구분

치오자 CDP

치무투
CDP

차세타
CDP

총
인원

총 그룹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15

12

15*

42

3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위원

12

8

8

28

3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회원

8

7

7

22

3

소득증대그룹 비회원

7

-**

11

18

2

식량안보위원회 위원

11

8

5

24

3

식량안보 지원사업 수혜자

7

6

6

18

3

대두 소득증대그룹 위원

-

-

10

10

1

대두 소득증대그룹 회원

-

-

7

7

1

총 인원

60

41

69

170

19

*차세타CDP FGI시 제분 사업담당자 5명과 같이 진행함
**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미실시
출처: 저자가 직접 작성

Ⅳ. 연구결과
1. 현지 수요 부응 및 사업의 정합성
사업의 적절성 평가를 위하여 소득증대와 관련한 지역공동체의 문제와 그 원인을 살
펴보았다. 평가 대상인 3개 사업장은 다른 굿네이버스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선
정 및 지역개발사업 계획 설계를 위해 참여적 기법을 통한 지역 욕구조사(Participatory

Appraisal Process)가 실시되었다. 욕구조사 결과 식수공급, 진료소 등 생활환경의 개선
의 요구가 있었지만, 3개 사업장의 지역주민들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농업생산
증대와 소득증대를 최우선으로 요구하였다. 2011년 치오자와 치무투에서 최초로 시작
된 본 사업은 2013년 차세타로 확장실시 되었으며 초기 400명에서 2015년 800명까지
참여인원이 증대되었다. 투여자원은 초기 창고 건축(주민 기여 약 30%, 노동 및 벽돌
제작) 및 회전기금이 있었으며 시행착오를 거친 첫해(2011년)를 제외하고 투입된 회전
기금은 사업 활동을 통해서 원금을 보존하는 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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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방안으로 교육훈련과 가축사육 등도 언급되었지만, 주로 옥수수 농사를 중
심으로 한 비료 및 농기구, 관개시설 개선이 제안되었다. 말라위에서 옥수수는 주식이
자 언제든 환금이 가능한 작물이다. 이번 평가 대상 3개 사업장에서 전체 주민의

96.3%가 농업에 종사하며 그 중 92.6%가 주 재배작물로 옥수수를 경작하고 있다. 다
른 경작물은 땅콩, 대두, 고구마, 담배 등이 있다.
옥수수의 생산량은 해당 지역 및 각 가구의 식량사정 및 소득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
닌다. 사업 초기 각 가구별 평균 수확량 조사결과 자료는 없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많
은 인터뷰 대상자가 회고한 소득증대사업 전의 생산량을 종합하여 보면 1에이커 당 평
균 14.6자루(50kg 기준)의 생산량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를 말라위 농가가 평균적으로
보유한 농지규모인 0.69에이커로 추정하면, 가구당 10자루(500kg)의 수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16) 총생산량 규모를 가구 내 곡물 필요량과 비교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7명
의 가구원이 있고 1인당 연 130kg의 섭취량을 가정하면 가구당 총 910kg의 옥수수가
식량으로 요구된다. 이는 생산량 대비, -410kg, 즉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해 잉여 옥
수수를 처분해 소득을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춘궁기에는 일용노동이나 다른 방
법으로 식량 확보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농업생산량은 개선된 종자와 비료, 농업기술 3가지에 크게 좌우된다.17) 특히, 개선된
종자와 비료는 전체 생산량 증대를 개선하는데 있어 70%의 영향을 미친다. 산성화된
토양과 불규칙한 강우량 등의 자연요소와 전근대적인 재배기술을 갖고 있는 말라위에
서는 황폐한 토양에 필요한 농자재(개선된 종자와 비료)와 현대 재배기술에 대한 접근
성이 농업 생산량 제고에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현지 조사 인터뷰에 응
한 모든 농민들은 생산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특히 비료, 그리고 재배기술
과 농업용수를 꼽았다.
옥수수 소득증대사업모델은 비료와 종자 대출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
하고, 재배기술 훈련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여 소득증대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현지 수요와 비교하여 볼 때, 현지수요에 적합한 사업으로 설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사업설계 과정에서 비료 및 종자 지원과 농업기술 교육을 통한 생산량 증대에 초
점을 맞추었지만, 기획 단계에서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한 고려는
16) IFAD 홈페이지 참조(www.ifad.org, 검색일: 2017.11.05)
17) Cardwell, V. B. “Fifty Years of Minnesota Corn Production: Sources of Yield Increase 1.”
Agronomy Journal, vol.74, no.6 (1982).; Duvick, Donald N. “The contribution of breeding
to yield advances in maize (Zea mays L.).” Advances in agronomy, vol.86 (2005).; Fuglie,
Keith O., and Andrew A. Toole. “The evolving institutional structure of public and private
agricultural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96, no.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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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사업의 성과
소득증대그룹 회원과 비 소득증대그룹 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을
통해서 옥수수 소득증대사업이 회원의 생산량 증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설문조
사 분석 결과, 무응답자를 제외한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회원과 비 참여원간의 평균 수
확량은 각각 20자루와 13자루로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회원이 평균 65% 높은 수확량을
기록하고 있었다.18) 그리고 각 그룹별로 수확량에 따른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확인하면

58%의 비참여원이 최저그룹인 10자루 이하 수확그룹에 속해있으며 42%만이 그 이상
수확그룹들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회원은 단지

24%만 10자루 이하 수확그룹에 있고 76%가 그 이상 수확그룹에 속한다. 이는 사업에
참여하는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회원이 비 참여그룹에 비해서 높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
음을 보여준다.

<표 5> 1순위 경작물 수확량(무응답 제외)
수확량

옥수수 소득증대 그룹

비 참여원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0.1 ~ 10 자루

40

24%

48

58%

11 ~ 19 자루

54

32%

17

21%

20 ~ 29 자루

38

23%

7

8%

30 ~ 39 자루

20

12%

5

6%

40 자루 이상

16

9%

6

7%

계

168

100%

83

100%

평균 수확량

20자루

13자루

출처: 저자가 직접 작성

초점집단면접을 통해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3개 지역의 옥수
수 소득증대그룹 회원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본인 또한 생산량이 과거 대비 증가하였
다고 응답하였으며 다른 참여회원의 생산량 증대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2015년의 경우, 가뭄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소득증대그룹 가입 전과 비교하여 더
18) 각 그룹의 중간값으로 수확량 계산, 예: 0.1~10자루 그룹은 1인당 5자루. 1자루는 5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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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생산량을 보였다고 증언하였다. 각 지역별로 확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치오자
의 경우, 가입 전 평균 13.5자루에서 가입 후 24.5자루로 81%가 증대하였고, 치무투는
가입 전 11.4자루에서 가입 후 22.3자루로 95% 증가, 차세타는 가입 전 18.8자루에서
가입 후 35.6자루로 89% 증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89%의 증가를 보였다. 마찬가지
로 면접에 참여한 비 참여자들의 수확량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는 7.4배, 작게는 2.3배
가량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소득증대그룹별 가입 전후 생산량 증대
CDP
치무투
치오자
차세타
평균

가입 전
11.4자루/1 acre
13.5자루/1 acre
18.8자루/1 acre
14.6자루/1 acre

가입 후
22.3자루/1 acre
24.5자루/1 acre
35.6자루/1 acre
27.5자루/1 acre

증가량
▲ 81%
▲ 95%
▲ 89%
▲ 89%

출처: 저자가 직접 작성

생산량 증가는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데, 먼저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회원 대
상 설문조사 결과, 63%의 가구가 생산한 곡물을 판매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초점집단
면접에서 수확물 처분을 통한 현금 확보 차원을 넘어 부가가치 상승 사례도 발견되었
는데, 일부 여유 있는 회원들이 생산된 옥수수를 자비로 창고에 보관했다가 곡물가가
높은 시기에 판매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소득증대그룹 가입 전 소득 평
균은 K78,131, 가입 후 소득 평균은 K108,350으로 나타나, 가입 전 대비 가입 후의
소득 증가율은 평균 38.6%로 나타났다. 또한, K10,000~K25,000미만의 소득을 가진 그
룹이 24.2%를 차지했었던데 반해 소득증대 가입 후 15.5%로 줄어들었으며, 이 소득
그룹의 감소는 상위 소득 그룹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K100,000이상의 소득을 보인 가
구 수가 소득증대그룹 가입 전에는 24.6%인데 반해, 가입 후 41.0%로 크게 증가한 결
과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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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소득증대그룹 가입 전후 소득 수준

10,000 미만

소득증대그룹 가입 전
소득(N=248)
6.0%

소득증대그룹 가입
후 소득(N=161*)
6.8%

10,000~25,000 미만

24.2%

15.5%

25,000~50,000 미만

19.8%

13.7%

50,000~75,000 미만

17.3%

16.1%

75,000~100,000 미만

8.1%

6.8%

100,000~250,000 미만

19.4%

28.0%

250,000 이상

5.2%

13.0%

합계

100%

100%

소득 평균 (K)
가입 전 대비 가입 수
소득 증감율

78,151

108,350

소득수준

▲38.6%

* 전체 261명 Maize 소득증대그룹 가입자 중, 무 응답자 제외 결과
** 설문조사 결과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가입유무가 개인 소득증대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
기 위하여 교육, 성별, 연령, 토지 소유 여부 등을 포함하여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모델 1은 소득과 옥수수 소득증
대그룹 가입여부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모델 2는 차세타를 기본으로 하
여 치무투, 치오자와 비교한 결과, 치오자 소득증대그룹 회원이 가장 높은 소득증가를
나타내었다. 모델 3은 성별, 교육수준, 연령, 가구원 수를 변수로 넣어 본 결과인데, 남
성 응답자가 높은 소득을 거두고 있지만, 교육수준 등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모델 4는 경작지 규모, 토지소유 여부, 소득증대그룹 가입 전 소득까지
변수를 확대하여 분석한 결과로 토지소유 여부, 소득증대그룹 가입 전 소득이 응답자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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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가입여부 등 요인들과 소득과 관계 회귀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옥수수소득증대그룹

8,805.750**
*

7,548.208**
*

5,837.008**

4,723.636*

가입여부

(2,464.971)

(2,520.027)

(2,547.415)

(2,539.928)

1,443.247

338.312

-1,493.174

(3,266.572)

(3,267.236)

(3,205.402)

5,807.257**

5,745.920**

4,713.226*

(2,825.779)

(2,801.416)

(2,720.984)

6,640.445**
*

5,569.313**

(2,294.421)

(2,242.464)

2,898.285

2,067.693

(2,254.069)

(2,194.862)

-4.639

-48.140

(85.584)

(85.023)

701.178

458.641

(503.911)

(492.412)

치무투

치오자

성별

교육수준

연령

가구원수

경작지규모

모델4

1,178.019
(844.429)

토지소유여부

4,067.553
(2,552.049)

소득증대그룹

0.065***

가입전소득
상수

N

(0.013)
11,120.770*
**

8,605.308**
*

451.792

-5,647.823

(2,063.901)

(2,740.001)

(5,340.969)

(5,374.745)

378

378

378

378

note: *** p<0.01, ** p<0.05, * p<0.1
* 차세타 소득증대그룹을 기본으로 설정
출처: 저자가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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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수수 증대사업에 대한 만족도 사업운영체계 효율성 및 만족도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에서 확인한 옥수수 소득증대그룹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3.8%의 응답자는 ‘그렇다’ 또
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회원임이 행복하다’는 항목에서도 95.5%라는 압도적
인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런 높은 만족도는 해당 사업이 농민의 가장 큰
욕구인, 개선된 종자와 비료에 대한 접근성을 해결하였음에 비롯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1%가 소득증대그룹의 활동성이 우수하다고 인
식하며, 소득증대그룹에 대한 만족도 역시 73.8%의 긍정 답변이 있었다. 해당 사업은
소득증대그룹을 조직하고, 전체총회를 통해 위원을 선발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월 1
회 경영회의와 연 1회 전체총회, 주요 이슈 시 수시 총회 개최 등으로 정보공개와 소
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절차와 정보공유는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할 뿐 아
니라,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득증대그룹 회원의 경우 77.4%가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신뢰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74.1%가 위원회의 정보공개 투명성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69.9%는 위원회가 역량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리더십 및 내부 갈등관리 측면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증대그룹 응답자의 약 92%가

‘본인 스스로 소득증대그룹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 평가했으며, 95.4%가 ‘소득
증대그룹 회원임에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의사결정 부분에서도 소득증대그룹 회원의

80% 이상이 ‘소득증대그룹의 목적, 규정, 운영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해, 회
원 간 정보공유 및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회원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며, 갈등이 잘 일어나지 않고, 만약 갈등이 일어난다고 해도 잘 해
결된다고 응답했다.
계량분석을 통해 소득증대그룹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
다.19) 소득증대그룹 만족도는 매우 만족(5), 만족(4), 중간(3), 불만족(2), 매우 불만족

(1)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순위 로짓 분석(Ordered Logit Analysis)이
사용되었다.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 소득증대그룹에 대한 주인의식과 소득증대그룹 내
협력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만족도를 보여준다고 나타났다. 또한 경작지가
넓은 회원일수록 소득증대그룹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능동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회원일수록 소득증대그룹에 만족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접
근한 집단이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사업에 대한 성공으
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20)
19) 각 통계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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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소득증대그룹 만족도 요인별 계량분석
모델1
소득증대그룹에 대한
오너쉽 인식

모델2

1.787***

(0.158)

(0.161)

소득증대그룹 내
협력 정도

모델4

1.831***

1.726***

(0.156)

(0.161)

치무투
치오자
성별
교육수준
연령
가구원수
경작지규모
토지소유여부
소득증대그룹
가입전소득
cut1

모델3

1.887***

-0.302
(0.310)
0.421
(0.262)
0.036
(0.218)
0.261

-0.215
(0.307)
0.599**
(0.258)
-0.014
(0.217)
0.117

(0.213)

(0.211)

0.001
(0.008)
0.038
(0.047)
0.294***
(0.083)
0.517**
(0.245)
-0.000

0.005
(0.008)
0.025
(0.046)
0.236***
(0.082)
0.373
(0.243)
-0.000

(0.000)

(0.000)

2.206***

1.615***

3.609***

2.852***

(0.651)

(0.622)

(0.807)

(0.778)

cut2

2.987***

2.499***

4.390***

3.715***

(0.578)

(0.553)

(0.749)

(0.721)

cut3

6.718***

6.212***

8.282***

7.529***

(0.600)

(0.568)

(0.793)

(0.751)

9.165***

8.500***

10.865***

9.936***

(0.703)

(0.653)

(0.892)

(0.835)

378

378

378

cut4
N

378

note: *** p<0.01, ** p<0.05, * p<0.1
* 차세타 소득증대그룹을 기본으로 설정
20) 고운미, 정지웅. “환경NGO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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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말라위의 옥수수 소득증대사업은 사업형성 초기에 성과지표 설정과 기초선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사업이 기여한

소득증대의 규모, 주민의식, 지식, 기술의 변화, 조직역량 등의 성과를 엄밀하게 평가할
수 없었다. 또한 성과목표와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축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아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업내용의 변화를 사업 담당자와 주민들의 기억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
릴롱궤 지역의 해당 사업장 농민들은 주로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주식인 옥수
수는 소득뿐 아니라 개별 가구의 식량 확보 측면에도 주요한 곡물이다. 사업 초기 지
역조사 시,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옥수수 농사의 저조한 생산성과 비료
및 종자 등 농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낮은 소득이었다. 이러한 현지 문제의 해
결을 위해 말라위 지부의 소득증대사업은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민에게 가장 필요한 비
료 및 종자를 대출해주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
었다. 이러한 사업설계는 굿네이버스의 비전과 지역개발사업 핵심원칙, 소득증대 정책
및 운영안에 부합하는 것으로 기관 정책과의 정합성 역시 매우 높은 사업으로 설계될
수 있었다. 다만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소득증대 정책과는 달리 개인소득 증대에 초
점이 맞추어진 부분은 아쉽다.
소득증대사업의 성과는 크게 생산량, 소득, 공동체 기여로 나누어지는데 모든 측면에
서 성과가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회원들은 비회원에 비해서 옥수
수 생산량이 평균 65%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점집단면접에서도 모든 응답자가 수확
량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가입전후 가처분 소득증대로
도 이어졌다.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가입 전 평균 소득이 K78,131인데 반해 가입 후 평
균 소득은 K108,350으로 가입 전 대비 가입 후 소득 이 38.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에서도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가입이라는 요인이 다른 소득증대그룹이나 타 요
인보다 가구 소득증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한 옥수수 보관 창고 이용료는 2015년 기준 $ 2,059로 공동체
경제역량 확충에 기여하였다.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옥수수 소득증대그룹에 만족한
다’, ‘회원임에 만족한다’ 등 여러 질문에 대다수의 응답자가 긍정으로 답했다. 또한 단
순 지원이 아닌 대출과 상환 사업방식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사업에 대해서 오너쉽을

손혁상⋅정희율⋅김영완 ∥ 53

보이는 등 사업 전체적으로 회원들의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다만 상환가치가 적절한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여 이견이 있었다. 대출 상환율은 사업 초
기에는 우려할 만큼 낮았으나, 소그룹 조직화 등 사업방식을 개선한 결과, 점차적으로
상환율이 개선되었다. 다만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상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
하였는데, 생산량 감소 수준과 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상환가치
는 그동안 단계적 인상을 통해 대출로 받는 비료와 종자의 비용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교육훈련과 운송, 행정비용을 합산하면 그 가치가 아직 부족한 편이다.
사업운영체계는 말라위 지부, 지역개발위원회,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위원회가 각각
사업 후원자, 지역공동체 대표, 운영조직 역할을 맡고 있다. 각 조직들이 역할을 숙지
하고 있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사업관리 주도성 측면에서
는 지역개발위원회와 옥수수 소득증대그룹 위원회가 말라위 지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지역개발위원회가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옥수
수 소득증대그룹 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사업경험과 관리역량을 점진적으
로 전수하였다. 그 결과, 지역공동체 전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옥수수 소득증
대사업이 지역주민들이 참여열의가 높고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는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운영 측면에서, 대출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기금의 보전과 잉여 수익의 확
보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환율과 상환가치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상환가치가 전체 프로그램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못해, 교육프로그램
을 비롯한 수송 등의 시장접근성 지원을 말라위 지부가 자체자금으로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고, 상환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변동성으로 인해 기금 원금이 계속해서 감
소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말라위 지부와 지역공동체가 사업수행에 대한 의지가 강하
고 사업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개발협력사업에서 자선적 활동이 아닌 성과 중심적 접근(outcome-based

approach)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득증대사
업에 대한 성과를 계량적으로 밝히고자 시도했던 본 연구가 향후 한국의 비정부기구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국제기구의 사업에서도 결과에 기반을 둔(result-based) 사
업 기획, 실행, 평가가 확산되는 또 하나의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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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come Generating Projects:
Focusing on Income Generating Project of Good Neighbors
in Malawi

Hyuk-sang Sohn / Kyung Hee University
Hee-yul Jeong / Good Neighbors
Young-wan Kim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income generating project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ocusing on income generating project of Good Neighbors in
Malawi. Income generating project in Malawi consists of warehouse construction for storing
maze, revolving fund for fertilizer and seed, and educational training. It aims to increase the
income of communities and production of maze for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economic capability. By conducting the focus group interview and survey with local villager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s analyzed. In result, income generating project of Good
Neighbors in Malawi has a positive impact in terms of increased income and maze
production with community development.
Key words: Malawi, Good Neighbors, Income Generating Project, NGOs, Development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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