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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 / 공급생산
우간다 현지 시어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과학기술혁신 / 공급생산
정보격차문제해결과 근로  

소득증대를 위한 ICT 적정기술  
비즈니스 환경조성 사업

범분야(성평등) / 공급생산
몽골 여성비즈니스센터(WBC)  

여성기업가 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스타트업 육성 사업

교육 / 공급생산
에티오피아 직업기술대학 운영사업

교육 / 공급생산
네팔 장애인, 고아 여성 등 취약계층 

CG(Computer Graphic) 전문가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

공정무역 (Fair Trade)

농촌개발 / 판매, 유통, 마케팅
르완다 커피협동조합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팅 사업

농촌개발 / 공급생산
라오스 농촌 개발을 위한 특용 작물  

재배 및 수출 지원 사업

농촌개발 / 판매, 유통, 마케팅
캄보디아 몬둘키리 주 마을 자립화를  

위한 공정무역 커피 사회적기업  
설립 사업

농촌개발 / 판매, 유통, 마케팅
캄보디아 팜슈가 비즈니스  

가치사슬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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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방향

전략 과제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bout KOICA

SDGs 달성 전략과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

정부 개발정책 및  
전략 연계 강화

개발협력 사업  
관리체계 내실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 촉진

민간 개발협력  
활성화

글로벌 파트너십  
다각화

혁신적  
파트너십 강화

융합과 협업의 
파트너십 선도

경쟁력 있는  
개발협력 인재 양성

개발협력 인재  
일자리 저변 확대

개발협력  
지식 정보 개방 강화

상생의 개발협력 
생태계 육성

책임 경영체제 확립

인권경영 실현

국민중심  
열린 조직 운영

사회적 
가치중심 경영

MISSION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협력

VISION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KOICA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개발협력 대표기관입니다.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KOICA는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기본방향을 충실히 이행하며, 국내·외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협업을 강화
하여 개발도상국과 상생할 수 있는 ODA(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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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KOICA의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
KOICA는 혁신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 DIP(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IP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Inclusive Business Solution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 공유가치창출 
관련 재원과 전략을 ODA사업과 적극 연계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복지향상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물적 협력 수단을 패키지화 하여 
다년간 지원하는 사업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Innovative Partnership Solution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 성과를 창출하면서 

해당 분야를 선도하고 
국제해외기관과 협업하는 사업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KOICA의 IBS
KOICA 10대 중점분야의 중기전략에 부합하는 IBS사업을 발굴하여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03

혁신은 ‘변화’를 촉발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입니다.01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SDG 4 
교육

SDG 3
보건

SDG 16 
공공행정

SDG 1 
농촌개발

SDG 6 
물

SDG 9 
교통

SDG 5 
성평등

SDG 7 
에너지

SDG 13 
기후변화대응

SDG 17 
과학기술혁신

IBS

e

e-Business

혁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위한 KOICA의 핵심 가치

전 세계의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혁신은 지속적이고 확장 가능한 해결책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개발협력 사업에서도 다양한 요소들이 혁신을 필요로 합니다. 과학기술의 개발, 일하는 방식의 개선, 
파트너쉽 구축,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의 제시, 재원 마련 수단 등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사업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KOICA도 혁신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과 사업추진의 혁신 역량을 견인해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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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고용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접근방식을 의미합니다.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을 생산자, 배급/판매/유통자, 소비자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목적 포용적 비즈니스는 개발도상국 여러 산업 분야의 가치사슬에 연계되어 BOP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기존 BOP 생산
력을 개선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용적 비즈니스는 BOP*의 소득수준으로 접근 가능한 합리적 가격
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About IBS
포용적 비즈니스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비즈니스 가치사슬에 주체로 참여하여  
경제·사회·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 비즈니스

사례

공급자       I       배급/판매/유통업자       I       소매업자/소비자       I       고용자/협력사

수입 및 
내수 물류 운영 수출물류 마케팅 원재료 

확보서비스 인력 양성 
및 관리 기반시설 정보통신

*BOP(Base of the Pyramid, Bottom of the Pyramid)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은 소득구조 피라미드에서 아래 부분에 위치하여 BOP(Base of the Pyramid, Bottom of the Pyramid)라고도 
불립니다. BOP는 특히 전세계적으로 인구수가 40억 명,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해 소비시장 규모가 5조 달러에 이르러 여러 
비즈니스 업계는 이들의 노동력, 생산력, 구매력에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BO P

NESTLÉ COCOA PLAN 
가나, 코트디부아르

-  카카오 농장 주민 경작법 역량강화, 
신규 코코아 묘목 지원, 장기적인 
공급사슬 관계 구축 → 공급사슬 내 
코코아 공급자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 
제고, 아동노동 근절

UNILEVER SHAKTI PROGRAM 
인도

-  인도 Uniliver의 주요 상품군인 비누, 
샴푸, 위생용품 등의 판매와 유통을 
Shakti Ammas(슈퍼마미)로 브랜딩  
한 현지 여성 판매원에게 맡기고, 이
들의 소득증대, 판매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기초위생정보 전달을 통한 
BOP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 → 
BOP 소비자가 적정 가격, 좋은 품질
의 위생

· 생활 용품들을 쉽게 구매 가능한 가치
사슬 조성

M-PESA 
케냐

-  케냐 현지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기
반으로 한 결제 시스템 상용화 → 
M-Pesa 서비스 사용 고객 700 만명, 
상점 5만개 이상, 67억 달러 규모의 
거래 기록

-  지급, 결제 외에도 저축, 보험, 교육
비,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 납부 등
이 가능한 서비스로 지속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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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개발도상국의 사회 개발 문제 해결과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 기반한 사업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판매, 유통, 마케팅

당면과제 -  BOP가 접근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의 부족

-  BOP 상품 생산자 및 서비스  
공급자의 판매, 유통, 마케팅,  
비즈니스 운영 경험 및 노하우 부재

해결방안 -  BOP가 접근 가능한 수준의  
가격이 책정된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 상용화

-  BOP 시장 또는 수출 판로 개척
-  해당 산업군의 가치사슬 내 약점 보강
-  현지 문화, 관습 등 다각적 환경 
고려한 판매, 유통 및 마케팅 
방법론 개발 및 적용

주요성과 -  시장에서의 BOP 소외현상 개선
-  BOP의 경제·사회·환경 측면 
삶의 질 개선

-  BOP 대상 상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수익 창출

-  포용적 비즈니스 확대·재생산  
기반 마련

IBS사례 -  BOP 대상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리맨)

-  판매, 유통 및 마케팅 역량강화 
(아름다운커피, 카페티모르, 
꽃피는아침마을)

KOICA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368억원(KOICA 786억, 기업582억)의 
개발재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KOICA 분담금   ●   파트너 분담금

2019

86억

2010

13억 12억

142억

공급 생산

-  기술인력 부족
-  기반시설 미비

-  기술인력 양성 
경작법 및 가공처리, 제조 및 수리

-  기술 교육, 훈련, 전수
-  기반시설 구축 지원
-  농기자재, 저장시설, 생산설비 등 지원

-  BOP 고용
-  1,2차 산업 생산성 향상
-  BOP 소득 및 사업체 수익 증대

-  직업교육 및 고용  
(LG전자, 마카리오스)

-  공급 가치사슬 강화 
(라온즈, 함양친환경 발효액비)

-  BOP 비즈니스 역량 강화(솔루텍시스템)

1,368 
억원

총 누적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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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We Work 

에티오피아

우간다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3

KOICA는 IBS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 도상국의 사회개발 문제 해결과 우리기업
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수 (135개)
2010~2019년

 10   캄보디아 
CAMBODIA 
● 웹캐시 
● 카페티모르 
● 꽃피는아침마을 
● HESED

8   미얀마 
MYANMAR 
● (주)해우농수산 
● 칸바이오 
● 국민은행

    9   몽골 
MONGOLIA 
● 리싸이클파크 
● 넥스지오 
● 투비소프트 
● 이팔 
● 솔루텍시스템㈜ 
● 아시아재단 몽골지부

7    방글라데시 
BANGLADESH 
● KT

1   우간다 
UGANDA 
● 다원전자 
● 국제사랑의 봉사단 
● 이글벳 
● 신한에이텍 
● 전북대국제농업 
     개발협력센터 
● (주)라온즈 
● 재단법인 서현

3   르완다 
RWANDA 
● (주)솔루텍시스템 
● 아름다운커피

2   에티오피아 
ETHIOPIA 
● 기아자동차 
● 월드비전 
● LG전자 
● 월드투게더

5    케냐   
KENYA 
● 기아 
● 굿네이버스

6    네팔  
NEPAL 
● (주)마카리오스

4   탄자니아 
TANZANIA 
● (주)비알네트콤 
● (주)에스비에스 
● (주)대교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대륙별 사업 수
(단위: 건)

● 아시아   ● 아프리카   ● 중동   ● 중남미

2017

2
6

0 0

2016

4
7

0 1

2018

5
0 0

2019

1

88

0 0

2015

6

13

20

2014

6

12

02

2013

4

16

01

2012

2
6

0 0

2011

5
10

12

2010

21 02

2018

13

2019

9

2017

8

2016

12

2015

21

2014

20

2013

21

2012

8

2011

18

2010

5

 2019 IBS 사업 현황(2019.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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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

7 8

12

10 11

13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14 필리핀

KOICA의 신남방 지원

KOICA는 정부의 신남방 정책* 에  
발맞춰 글로벌 혁신 사업의 집중 발굴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신규 협력사업 발굴
을 대폭 확대하며 나아가 신남방 정책의 핵심  
비전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3P 
-PeopleㆍPeaceㆍProsperity)’ 확장을 위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신남방 지원 전략 On KOICA
신남방 국가 대상 신규 국별 협력 사업 발굴 대폭 
확대(매년 110% 증대) 장애인 정책 개발 등 아세
안 대상 특별연수 과정 개설 예정입니다. 저소득
층과 취약계층이 참여 가능한 ‘포용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 신남방 정책 : 문재인 정부가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아세안)의 
6개국(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과 인도의 협력 구상

135
사업 건

비신남방

64
 
건

신남방

71
 
건

신남방국가 사업 수 2010~2019년

●   교육
●  직업훈련
●  농촌개발
●  보건
●  에너지
●  공공행정
●  기타

14   필리핀 
PHILIPPINES 
● 주식회사진정밀 
● (주)스코트라 
●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 인포벨리코리아 
● 신한에이텍 
●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즈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3   인도네시아 
INDONESIA 
● 크레비스 
● 동민산업협동조합 
● 코린산업 
● PT. Tunas Sawaerma

12   라오스 
LAOS 
● 함양친환경발효액비 영농조합법인 
●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11   베트남 
VIETNAM 
● 롯데 
● 산업통상자원부 
● 레디(글로벌발전연구원) 
● 메가존 
● 디자인진흥원 
● KOA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 사단법인 굿피플 인터내셔널 
● (주)두두아이티 
● (주)비상교육 
● ㈜ 씨젠 
● (재) 씨젠의료재단 
● (주)브로드씨엔에스 
● 이니셜티 
● 리맨 
● 크레비스

신남방국가 분야별 사업 수 (단위 : 건)

37

교육

10

농촌개발

10

보건

10

에너지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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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완다

탄자니아

솔루텍 시스템㈜

(주)비알네트콤

르완다 ICT 혁신센터 및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사업

탄자니아 세렝게티 미디어 센터 활성화 사업

공공행정

몽골

케냐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넥스지오/투비소프트/이팔

기아/굿네이버스

기아자동차/월드비전

LG전자/월드투게더

몽골 IT산업 인력양성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사업

케냐 단도라 지역 내 도시 취약계층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지역자립지원 사업

에티오피아 그린라이트 정비훈련센터를 통한 직업역량개발 및 지역자립 사업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직업기술대학 운영사업

직업훈련

캄보디아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탄자니아 

네팔 

베트남

베트남

웹케시

롯데/산업통상자원부/레디 
(글로벌발전연구원)

메가존/디자인진흥원/K.O.A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사단법인 굿피플 인터내셔널

㈜에스비에스/㈜대교/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주)마카리오스 

(주)두두아이티

(주)비상교육

캄보디아 프놈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사업

베트남 유통산업 상생발전 역량강화사업 

베트남 수공예산업 가치사슬 강화사업

베트남 서비스 특화교육을 통한 여성인력 양성 및 서비스 훈련 체계 개선사업 

탄자니아 에듀테인먼트 비즈니스 구축 사업 

네팔 장애인, 고아 여성 등 취약계층 CG(Computer Graphic) 전문가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

베트남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형 교육훈련 지원 사업

베트남 디지털 한국어교육 역량강화 사업

교육

우간다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다원전자/국제사랑의 봉사단

리싸이클파크

동민산업협동조합 

㈜삼진정밀/㈜ 스코트라/ 
한국수자원공사

우간다 쿠미지역 태양광 적정기술 가치사슬 구축사업

몽골 자동차 재활용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 재활용시범사업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기술 보급 및 고도화를 통한 자원순환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업

필리핀 소규모 섬지역 물-에너지 NEXUS 사업

에너지

방글라데시

필리핀

필리핀 
 

르완다

우간다 

캄보디아

라오스 

캄보디아

우간다

미얀마

미얀마

KT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인포벨리코리아/신한에이텍/유브레
인커뮤니케이션즈/농림수산식품교

육문화정보원

아름다운커피

이글벳/신한에이텍/ 
전북대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카페 티모르

함양친환경 발효액비 영농조합법인/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꽃피는 아침마을, HESED

(주)라온즈/재단법인 서현

㈜해우농수산

칸바이오/우양냉동식품/하이그린팜

방글라데시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업 비즈니스 기회 창출 사업

필리핀 망그로브 숲 친환경 수산양식 사업

필리핀 시설팜 구축을 통한 토마토 생산 최적화 및 고품질화 지원 사업 
 

르완다 커피협동조합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팅 사업

우간다 농축산 순환형 농가소득 창출 사업 

캄보디아 몬둘키리 주 마을 자립화를 위한 공정무역 커피 사회적기업 설립 사업

라오스 농촌개발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 및 수출지원 사업 

캄보디아 팜슈가 비즈니스 가치사슬 구축 사업

우간다에서 작물가공 자원화설비 구축을 통한 시어산업 가치사슬 강화 사업

채소계약재배가공단지를 통한 미얀마 핀우린 지역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기반 구축 사업

미얀마 타운지 아보카도 농장개발 및 가공생산을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농촌개발

IBS Partners
 2019 IBS 사업 현황(2019.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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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코린산업/PT. Tunas Sawaerma

㈜ 씨젠 
(재) 씨젠의료재단

(주)브로드씨엔에스

이니셜티

인도네시아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강화사업

베트남에서의 효율적인 결핵&폐렴 진단 모델 확립 

베트남 병원 스마트콜센터 구축 및 직업훈련센터 설립 사업

베트남 원격화상진료서비스 구축 사업

보건

미얀마 

베트남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국민은행 

리맨

크레비스파트너스/MYSC 

솔루텍 시스템㈜/ 
아시아재단 몽골지부

미얀마 주택건설개발은행 디지털뱅킹 구축 및 주택예금 보급 확대를 통한 미얀마  
금융접근성 제고 사업

베트남 정보격차문제해결과 근로소득증대를 위한 ICT적정기술 비즈니스 환경조성사업

지구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몽골 여성비즈니스센터(WBC) 여성기업가 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스타트업 육성사업 

기타

사업분야
● 공공행정
● 교육
● 에너지
● 보건
● 농촌개발
● 기타분야
합계

2011
0
9
3
3
3
0
18

2015
0
13
1
3
2
2
21

2010
0
3
1
0
1
0
5

2014
0
12
3
2
3
0
20

2012
0
4
1
2
1
0
8

2016
0
8
0
2
1
1
12

2013
0
13
4
1
2
1
21

2017
0
1
1
0
4
2
8

2018
1
4
1
1
5
1
13

2019
0
3
3
2
1
0
9

합계
1
70
18
16
23
7

135

총 분야별 사업 수

IBS 발자취

(단위 : 건)

2010~2019

52%

17%

5%

13% 12%

1%

2010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내 기업협력 사업 시작

- 기업의 CSR 활동과 연계된 사업 개발

2012

글로벌 CSR 프로그램으로 개편
- 기업과의 네트워킹 확대 
-  개발협력연대* 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 출범

2014

BPP Business Partnership  
Program로 개편

- KOICA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동기획형 사업 시작 
- 기업의 CSV 형태의 비즈니스 개발

2016

BPP 사업 심화
-  개도국 주민들이 비즈니스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가치사슬형으로 심화

2017

IBS Inclusive Business Solution  
프로그램으로 개편

-  포용적 비즈니스 캔버스를 도입한 IBS 
프로그램으로 개편

* SDGs 달성을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의 
국내 최초 최대의 네트워크. 약 200여개의 
이상의 회원 기관이 분야별 네트워크 형성, 
전문지식 공유, 사업 아이디어 개발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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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작물가공  
자원화설비를 통한

시어산업 가치사슬 강화 사업
최근 화장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는 시어버터의 주요 원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버터의 활용에 대한  
낮은 경제적 인식과 산업기반을 가진 우간다. 우간다 현지에 대규모 최신 가공설비공장을 설립하고 시어 
가치사슬 교육을 통하여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함. 가치 사슬의 핵심 주체인 여성들에게  
경제 인식 및 품질교육을 제공하고, 시어버터 가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사회 환원하여 지속 
가능한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

(주)라온즈는 ICT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장비 및 S/W 플랫폼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바이오
사업본부를 신설하여 현장형 바이오 소재 개발사업, 의료진단기기, 진단키드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서현은 2013년 현지에 설립되어 지하수 개발 장비 지원, 우간다 상록농업대학교 건립 지원 등 농업기
술이전 및 우간다 농촌발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중입니다. 

파트너기관 소개

사업명

사업기간/사업비

사업대상지

파트너 기관

사업목적 

주요 활동

사업 개요

우간다 현지에 시어 가치사슬 구축을 통하여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함

2018 – 2023 / 약 3,603백만원

우간다 (굴루, 리라, 나카송골라)

라온즈, 재단법인 서현

·  우간다 현지의 시어열매 주 생산자인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시어버터 제조설비 
구축을 통한 농촌 지역 가치사슬 강화

· 시어열매 여성 생산자 협동조합 육성 및 역량 강화 
· 우간다 현지 내 시어버터 가공 설비 구축 
· 시어열매 가공품 생산 후 남은 부산물 활용 비료 제조

농촌개발   |   공급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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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G A N D A

여성 생산자  
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

➊   6개 여성생산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으로 생산량 중대

❸ 부산물을 활용한 비료제공을 통해 농가 생산량 증가

시어 가치사슬구축을 통한 농민생산자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IMPACT    |

시어가치사슬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판매장려금으로 조합에 지급, 

지속가능한 상생의 모델 구축

부산물 활용  
비료 생산설비 구축

시어버터  
가공센터 설립

고품질 원료 및 
완제품 생산을 통한 수익구조 

마련

시어산업주체인  
여성들을  

경제주체로 성장 

재정지원, 현지  
사업수행 지원, 사업관리

KOICA

계약을 통한 
열매 공급

㈜라온즈

현지 사업수행

서현재단

우간다 구루, 리라 농촌 지역

체계적인 품질 
교육 제공

➊ 시어버터에 대한 경제적 인식 부족 ➌ 시어열매 채집농가의 낮은 소득➋ 수작업 위주의시어버터 가공으로 낮은 생산량

시어버터의 활용에 대한 낮은 경제적 인식과 산업기반 PROBLEM    |

➋ 대용량 시어버터 가공센터 건립

가공 후 남은 
부산물을 활용한 

비료 제공  
및 판매권 부여 

0kg 20,000kg→

조합원수 750명

10,000kg 

0kg 

연간  
시어버터 
생산량 

1,280톤 

고품질 
시어버터 
판매

$0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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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PC와 ICT 기술교육으로 
베트남 주민의  

일자리와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다!
환경오염과 경제 양극화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에 KOICA와 사회적기업 리맨, 현지 대학교 
(하노이 Backhoa 대학), 현지 회계컨설팅기업(PwC cyber Vietnam)이 함께 재생PC 생산 및 보급체계 
확립을 통하여 ICT 기술자 양성 및 정보격차와 소득격차를 해결하는 사업

사업명

사업기간/사업비

사업대상지

파트너 기관

사업목적

주요 활동

사업 개요

정보격차문제해결과 근로소득증대를 위한 ICT 적정기술 비즈니스 환경조성

2017-2019 / 840백만원

베트남/하노이 

리맨

· 정보격차 해결을 통한 소득격차 해소와 ICT 전문가양성 및 ICT 비즈니스 환경조성

·  한국의 정보격차해결 성공모델인 ‘사랑의그린PC’의 베트남 현지화를 통해 현지 
취약계층에게 재생PC를 보급하여 정보격차해소 기반 마련. 
* 사랑의그린PC :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하는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중고PC를 수리하여 무료 보급한 사업

·  ICT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ICT 정비기술자를 양성하고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
·  베트남 현지의 공공기관, 기업으로부터 불용PC를 기증받아 재생PC를 생산하여 
취약계층에게 보급

·  전문인력 교육과 시범사업 진행을 통해 재생PC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개선하고 재생 
PC의 가격경쟁력과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여 중산층 대상 재생PC 비즈니스 사업 진행

주식회사 리맨은 CCTV,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모니터 등의 다양한 디지털제품들을 재제조(재생)하여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는데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파트너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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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적정기술기반    창업 

한국의 정보격차 문제해결 
모델 전파

온라인 캠페인

사례연구, 공유 

사회적 공감대 
형성 

조직 구성원 참여 

➊ 현지 중고 PC가격 감소 ❹  정보접근성 강화로소득증가 (급여 30%이상 증가  
및 취업률 50%이상 증가)

➋ 재생 PC 판매 및 기증

❸ 180명의 분야별 ICT 기술자 배출

현지에서 직접 재생된 PC를 통해 가격을 낮춰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강화IMPACT    |

V I E T N A M

PC기증

미래 파트너 / 미래 후원자 

하노이 Backhoa 대학 / 리맨

대외협력

Public 
sectors Enterprise Start-ups

폐기PC 기부요청/
인식개선활동

ACTIVITY 01
현지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기반구축, 사례개발

ACTIVITY 03
실무기반 ICT 교육, 

기술숙련자 양성

ACTIVITY 02
저렴한 재생PC 생산, 
판매 및 취약계층 기증

ACTIVITY 04

프로세스노하우 축적 운영 
효율성 강화교육센터운영 

Contultant / Technician / Innovator

정보접근성의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 양극화의 심화PROBLEM    |

기업, 공공 

정보격차해결 
생태계 구축 

30%이상  
증가

50%이상 
증가

급여 취업률

➊ 취약계층의 고가의 PC 마련의 어려움

➋ 저사양PC, 고장PC는 수요가 없어 폐기처분

➌ 전자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

➍ 공공을 위한 ICT 교육부족

20%

400대

 취업율 70%

정보격차해결 
사회적기업 설립

재생 PC 판매 
유통망 확보 /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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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를 결합한 
여성 비즈니스 센터 및 인큐베이터를 통해

몽골 여성 기업가를 양성하다.
KOICA, 솔루텍 시스템과 아시아재단이 몽골 여성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여성 기업가 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여성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명

사업기간/사업비

사업대상지

파트너 기관

사업목적 
 

주요 활동

사업 개요

몽골 여성비즈니스센터(WBC) 여성기업가 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스타트업 육성 사업

2018 – 2020 / 1,566백만원

몽골, 울란바타르

솔루텍시스템, 아시아재단 몽골지부

여성 기업가들의 비즈니스 역량강화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개발 및 지원하고 여성의 창업, 
기업운영 등 Business Value Chain을 이해 및 활용가능한 Online Platform을 제공하여 몽골 여성 
창업자들의 수익 창출 기반을 형성, 한국기업의 몽골시장 진출 및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  여성 기업가 대상 비즈니스 서비스(역량강화교육, 기업가 네트워킹 행사, 기업 컨설팅 등) 및 ICT 교육 제공
·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비즈니스 교육 영상을 제공하여 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온라인 마켓 운영을 통한 여성 기업가들의 비즈니스 판로를 제공하여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
·  여성 기업가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제공

솔루텍시스템은 1996년에 설립되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으로 DB/DW 시장에서 Total Service를 제공하
며 성장 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KOICA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다수의 Global ODA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고 있으며, ICT인프라 설계 및 구축, ICT교육, ICT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재단 몽골지부는 1990년에  몽골 헌법 초안작성을 위해 초청되었던 첫 비영리재단으로,현재 몽골이 민주화
와 시장경제 체제로 접어들기까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시아재단 몽골지부는 몽골의 급속
한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에 발맞추어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주 사업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파트너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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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여성기업가들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ICT 활용 능력 부족 ➌ 제한된 비즈니스 네트워크 

➋ 창업정보 및 마케팅에 관한 정보 부족 ➍ 비즈니스를 위한 재원마련의 어려움

M O N G O L I A

➊ 센터를 통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받은 여성의 수
연간 700명

❹  사업기간동안 28개의 여성기업인 대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및 피칭행사 진행

❺ 온라인 마켓을 이용한 여성의 연간 소득 창출
1,600만 투그릭(한화 약 700만원)

➋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은 여성기업가들의 평균 소득   20%증가

❸  ICT기술을 적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여성기업가의 수 
 연간 90여명 증가

여성 기업가의 경제 참여 증진IMPACT    |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ACTIVITY 01
교육 컨텐츠 

제작 및 
컴퓨터랩 구축

ACTIVITY 02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ACTIVITY 05
여성기업가 

국내 초청연수

ACTIVITY 06

ICT, 비즈니스 금융 
등 비즈니스에 

필요한 전문교육 
제공

ACTIVITY 03
1:1 전문 

컨설팅/멘토링 
제공

ACTIVITY 04

몽골 여성의 경제적  
자립 실현

여성 기업가 
BUSINESS ECO-SYSTEM

마련

교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강의 제공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하여 판매 

채널로 활용

ONLINE 

OFFLINE

ICT 기술 및 비즈니스 교육 
제공

비즈니스 네트워킹 이벤트 
진행

0 1,600만 투그릭 
 (한화 약 700만원)

700명 

ONLINE MARKET

여성 IT 창업 및 전문적인 
사업 운영 지원

 Women’s Business Center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몽골 여성의 사업 참여와 창업정보 및 교육의 제한PROBL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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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ICT 기기 분야
전문 기술 교육을 통해

에티오피아 청년 취창업의 길을 열다
KOICA와 (주)LG, 월드투게더가 함께 운영하는 LG-KOICA TVET COLLEGE는 에티오피아 지역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술 숙련인 배출을  통해 도시지역 취약 청소년의 소득 창출 기회 확대 및 전자 ICT 기기 산업 
분야의 가치 사슬을 강화하는 사업

사업명

사업기간/사업비

사업대상지

파트너 기관

사업목적 

주요 활동

사업 개요

에티오피아 직업기술대학 운영사업

2018-2021 / 2,530백만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주)LG / 월드투게더

· 직업기술대학 운영을 통해 에티오피아 내 전자/IT분야 전문 인력 양성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전자/ICT 기기 분야 전문 기술 훈련 실시  
· 전자/IT 기기 지역시장에서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 
· 지속가능한 학교 운영 모델 구축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학 및 전자 산업을 개척한 LG는 통신 서비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했습니다. LG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12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LG전자를 필
두로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드투게더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지구촌 이웃의 '교육을 통한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2005년 국내에서 출
범한 국제개발협력 NGO입니다. 월드투게더는 에티오피아, 케냐,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개발도상국 5개국에서 
종교, 인종, 성별을 초월하여 현지의 필요와 현지인 주도에 의한 참여적 개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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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 H I O P I A

에티오피아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와 노동시장의 실수요를 반영한 기술 교육 부족PROBLEM    |

➊ 전자 및 ICT 기기 분야 전문 기술 교육 부재 ➌ 낮은 국가공인 기술 자격증 취득률

➋ 민간/공적 산학 협력 파트너십 부재 ➍ 취약계층의 낮은 교육 접근성

❹ 교육생 취창업 기회 확대

➊ 취약계층  양질의 교육 접근성 향상 ➋ 국가공인기술자격증 취득률 향상

지역 노동시장에서 기술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배출IMPACT    |

❸ 3년간 전자ICT 기기 산업분야 전문 기술인 200명 양성

1차년도 75명 

2차년도 140명 

3차년도 200명 

기관/기업과의 
파트너쉽 증대를 

통해 현장실습 기회  
제공

ACTIVITY 02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ICT 사업 창업 

지원

ACTIVITY 04
체계적인 

전자/ ICT 분야 
기술 교육 

실시

ACTIVITY 01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한 기업과  
청년의 접점 

마련

ACTIVITY 05
체계적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LG전자 기술명장 
특별 교육 지원

ACTIVITY 03

LG-KOICA 
TVET  

COLLEGE

최신 기자재 / 커리큘럼 완비

한국의 학사 관리 시스템 도입

취득률 90%

전자/ICT 직종 취업, 창업, 또는 대학 
진학 훈련생 비율 75%

사업공동기획 
및 재정지원

코이카 

지속가능한  
전자 및 ICT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사업공동기획, 
재정지원 및 

기술전수

LG전자

교육관리 및 지속 
가능성 확보

LG-KOICA 
TVET  

COLLEGE

전체  
사업운영

월드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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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소외계층을

컴퓨터 그래픽(CG) 전문가로 키워내다
네팔에 컴퓨터 그래픽(CG) 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고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로 
양성함. 교육수료생을 채용하여 현지 사업장을 구축하고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여 현지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사업명 

사업기간/사업비

사업대상지

파트너 기관

사업목적 
 

주요 활동

사업 개요

네팔 장애인, 고아 여성 등 취약계층 CG(Computer Graphic) 전문가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18.12-2022.12 / 2,539백만원

네팔 카트만두

(주)마카리오스

·  네팔의 고아,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그래픽(CG) 기술 교육을 제공 
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네팔 현지에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 컴퓨터 그래픽(CG)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전문교육 제공 
·  마카리오스를 포함한 네팔 현지 VFX 및 애니메이션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교육생 
취업연계 및 현지 비즈니스 진출

마카리오스는 2015년 네팔에 Makarios Pvt.Ltd.를 설립한 이후 4년째 네팔 현지인과 협업하여 외주작업을 진행
하며 네팔 VFX와 애니메이션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뽀로로, 미니 특공대 같은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매드맨 포스트, 로커스 같은 고객사와 
협업하여 한국의 영화, 광고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파트너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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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취약 계층의 낮은 취업율PROBLEM     |

CG전문가 양성을 통한 Decent Work 창출SOLUTION     |

PROBLEM 01

SOLUTION 01

내륙, 산악 지역의 한계
네팔 제조업 기반시설

및 인프라 미비

온라인 전송방식
인프라에 구애 받지 않는

온라인 전송방식으로
산출물 납품 및 업무관리

PROBLEM 02

SOLUTION 02

취업의 어려움
네팔 취약 계층 취업 어려움.

단기, 단순 취업 위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체계적인 교육으로 CG 

전문가 양성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PROBLEM 04

네팔 CG 산업 전문가 부족
네팔 CG 산업 고급기술

및 체계적 교육부재로 인한 
CG 전문가 부족

PROBLEM 03

낮은 품질
네팔 CG 산업의

낮은 품질

평균 월 소득 USD

71.83

250

네팔소외계층 IBS 교육인원

3.5배
증가 

취업유지율 %

5

55

타 NGO IBS 교육인원

타NGO 대비
10배 

전문직 직업 만족도 %

10%

70%

기존 IBS 교육 후

60%
증가 

A기업 CG 산업 수주율 USD

200,000

1,000,000

기존 교육생 취업 후

4배
증가 

SOLUTION 03

철저한 품질관리
한국 CG 전문가의
철저한 품질 관리

❶  CG 전문가 파견
      한국 CG 전문가 네팔 현지 파견

➋ CG 교육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네팔 CG 전문가 양성

❸ 취업
      교육생의 취업 연계로
      CG 창작, 외주 작업

❹ 납품
      온라인 전송방식의
      산출물 납품

➏ 캐릭터사업
      창작 IP를 활용한
      캐릭터 사업

SOLUTION 04

한국 CG 전문가의 체계적 교육
한국 CG 전문가의

체계적인 고급 교육을 통한
네팔 CG 전문 인력 확보

ONLINE MARKET

❺ 방영
      한국 및 전세계
      영상 콘텐츠 방영

N E P 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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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 Trade
공정무역(Fair Trade)

공정무역(Fair Trade)은 기존 관행

무역(Conventional Trade)으로

부터 소외당하고 불이익을 받고있는

 생산자와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통해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

기업은 많은 이익을 남기고 싶어 하고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 
하길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힘이 약한 저개발국가 농민, 노동자, 생산자들은 
무역상품의 가격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자신이 재배한 식량과 상품을  
매우 싼 값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인구의 20% 
정도가 우리 돈 약 1,000원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세계 노동자 40%가 2,000원  
정도의 소득으로 살아갑니다.

공정무역은 이러한 무역거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평하고 윤리적인 무역 
거래를 통해 저개발국가 농민, 노동자, 생산자들이 겪고 있는 빈곤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공정무역의 원칙은 이들의 빈곤해결 뿐 아니라 환경,  
인권, 난민, 불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등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공정무역은 생산자들과 공정무역 단체의 직거래를 통한 거래관계 
에서부터 단체나 제품 등에 대한 인증시스템까지 모두 포함하는 무역을 의미 
합니다.

공정무역 정의로 2004년 FINE가 정리한  
정의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이 정의는 
공정무역의 관련 원칙과 근거를 정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공정무역기구(WFTO)는  
공정무역 원칙을 10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1.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2.투명성과 책무성
3. 공정한 무역 관행
4. 공정한 가격 지불
5.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
6. 차별 금지 / 성 평등/ 결사의 자유 보장
7.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8.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
9. 공정무역 홍보
10. 환경 존중*FINE:  FTI,IFAT,NEWS!,EFTA로 구성된 공

정무역 조직들의 연합

공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 
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이다. 공정무역은 특히 저개발국가 
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FINE,2004)

WFTO의 공정무역 10원칙 공정무역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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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참여주체나 인증시스템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원칙은 2009년 세계공정
무역기구(WFTO)와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가 합의하여 정리한 '공정무역 핵심원칙'입니다.

구매자들이 기존 시장에서 배제된 생산자들과 거래할 수 있게 하고, 무역 사슬을 짧게 하여 생산자들이 최종 판매가격으로
부터 최대한 많은 이익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취약한 생산자들을 위한 시장 접근성

직거래와 간접거래를 모두 포함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산비용을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생산자들의 상황을 평가하여 가격과 지불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무역 관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2.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무역관계

생산자 조직이 시장을 이해하고 지식, 기술 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역량구축 및 강화

소비자들은 공정무역 단체들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소비자 인식 증진과 옹호

공정무역은 구매자와 소비자가 공정가격 지불, 선지급,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과 같은 기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을 
동의해야 하는 사회적 계약으로서, 생산자들은 공정무역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사회,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해
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사회적계약(Social Contract)으로서 공정무역

연번 구분 파트너사명 총사업비 (단위:원) 사업기간사업명

IBS

IBS 

IBS 

IBS 

IBS 

1

2 

3 

4 

5 

르완다 커피협동조합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팅 사업

캄보디아 몬둘키리주 마을자립화를 위한  
공정무역 커피 사회적기업 설립사업

필리핀 망그로브 숲 친환경 
수산양식 사업

라오스 농촌 개발을 위한  
특용작물 재배 및 수출지원 사업

캄보디아 팜슈가 비즈니스 
가치사슬 구축

아름다운커피

카페 티모르 

노량진 수산시장협동조합 

함양친환경발효액비 영농조합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꽃피는 아침마을 
Hesed Agriculture Trading

1,228백만

539백만 

2,209백만 

1,021백만 

1,399백만 

2017.12.30 - 2020.12.29

2018.9.1 - 2021.8.31 

2016.12.31 - 2019.12.30 

2018.11.1 - 2020.10.31 

2018.12.17 - 2021.12.16 

공정무역 관련 IBS 사업 리스트

공정무역 핵심원칙

자료 출처 :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협의회 (Korea Fair Trade Organizatio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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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커피, 르완다 소규모 커피협동조합의

비즈니스 지속가능성 제고로 지역개발에 기여하다
KOICA와 아름다운커피가 함께 르완다 서쪽(Western Province) 소규모 커피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지역에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사업비
사업대상지
파트너 기관
사업목적 

주요 활동

르완다 커피협동조합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팅 프로젝트
2017 – 2020 / 1228백만원
르완다 서부 루치로 & 카롱기 주
아름다운커피
·  르완다 서쪽의 루치로와 카로기주의 소규모 커피협동조합들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협동조합의 농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 사회/윤리적 인증 획득 및 품질향상을 통해 사회적/기술적 부가가치 창출 
· 조합의 커피 상품 판로 개척 및 확대

파트너기관 소개

빈곤을 심화시키는 무역을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아름다운커피는 2002년 한국에서 공정무역 운동을 처음으
로 개척한 공익법인이자 사회적기업입니다. 네팔, 페루, 르완다 등 10여 개국 저개발국 농부들의 커피, 초콜릿, 견
과류를 공정무역 방식으로 거래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생산자의 빈곤퇴치와 자립을 위한 지원 및 캠페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커피 사업의 공정무역 모델 계약 및 대금 지금 비교(공정무역 vs 관행무역)

ⓒ 아름다운커피/ 
공감아이 임종진

(출처 아름다운커피)

① 어음 혹은 일부 자금
③  열매 대금 잔금 지금 

(6개월 이상 소요)
② 생두 대금 후불지급

열매 
펄핑가공

파치먼트
가공

생두 
가공

생두 
수출

공정무역 비즈니스 거래

관행 비즈니스 거래 방식

커피협동조합

커피 생두 가공 혹은 판매업자

선급금 지급(50~60%)열매대금 즉시 지급공정무역  커피  
대금 지급

관행 커피 무역  
대금 지급

묘목 
재배

나무 
심기

열매 
수확

커피 재배 농부

생두 
로스팅

원두 
판매

원두 추출 
판매

커피 수입/원두 판매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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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W A N D A

커피협동조합의 비즈니스 지속가능성 부재PROBLEM    |

➊ 커피협동조합의 자본 부족 ➌ 커피의 상품가치 부족 

➋ 고금리 부채 상환의 부담 ➍ 고정가격으로 전량 대출 기관에 종속 매각 

글로벌 공정무역&
스페셜티 바이어 

글로벌 공정무역 가치사슬
편입으로 협동조합 농부들의  

조합수익 공유 증가

➊ 조합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 ❹ 커피 상품 브랜드 개발

➋ 일자리 창출-신규 채용 일자리

❸ 커피 품질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사회윤리적 인증 획득

❺ 글로벌 공정무역 시장 진출 및 안정적인 수익 증가

지속가능한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 구축IMPACT    |

협동조합의 
농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

ACTIVITY 01
품질향상을 통한 
상품 부가가치 

제고

ACTIVITY 03
공정무역 등 윤리적 
인증획득을 위한 

지원

ACTIVITY 02
다양한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마케팅지원

ACTIVITY 04

커피농부(조합원)
← 체리가격지급 

체리판매 →

조합수익 배분 

파치먼트  
가격지급 

파치먼트  
판매

킬리만자로의

선물 

❶  
생산 및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제공
❷  

해외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제공 

❸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COFFEE COFFEECOFFEE COFFEE

조합 매출 총액 

4개

12 개 

국내 독점바이어 국외바이어수입업자
생두수출 생두판매

공정무역 / 
스페셜티 직거래 
가격 지급 → 일반 

바이어 대비  
1.6배↑ 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공정 
무역 시장 진출 촉진 

· 공정무역(FLO) 인증 
· 커피품질평가점수 

향상

커피협동조합

조합/조합원 
소득증대 

지역개발 선순환 
투자 

402,500USD350,000USD →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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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특용작물 재배를 통해 

라오스 농촌 지역이 살아나다
라오스 환경에 특화된 고부가가치 특용 작물 재배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민조합의 자립 운영을 
추구함으로써 한국의 KOICA와 양돈 축산분료 액비제조 전문 기업인 함양액비, 명지전문대학이 협력하여 
국내 및 해외 유통업체와의 공정무역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사업명

사업기간/사업비

사업대상지

파트너 기관

사업목적 

주요 활동

사업 개요

라오스 농촌 개발을 위한 특용 작물 재배 및 수출 지원 사업

2018 - 2020 / 1,021백만원

라오스 비엔티엔주

함양친환경 발효액비 /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를 통한 수익 창출 
·  교육 및 보건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과 라오스 농촌 청년지도자 양성

· 고부가가치 특용작물(아스파라거스) 생산, 판매 및 유통체계 구축 
· 라오스 농민 및 미래 청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특용작물 재배 및 리더십 연수 실시 
· 참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 및 보건 지원 활동

함양친환경 발효액비는 축산 폐기물을 재활용한 액체 비료 생산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남 함양에  
공장을 설립하여 인근 농민들에게 액비를 보급하는 친환경 기업입니다. 

명지전문대학은 2005년부터 ICT와 융합한 교육, 출판, 농수산 분야에서 12개의 KOICA 및 정부 부처 국제개발
협력 사업 수행을 통해 사랑, 희생, 봉사 정신을 글로벌하게 펼치고 있는 전문대학입니다. 

파트너기관 소개 함양친환경 발효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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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가가치 농산물 재배로 반복되는 빈곤한 삶, 낙후된 생활환경PROBLEM    |

➊ 축산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➌ 낮은 농가 소득과 생활 환경

➋ 저부가가치 농산물 재배 ➍ 청소년 농촌 이탈

❺ 지역발전기금(교육,보건)

➊ 함양 + 명지 시범농장

L A O S

아스파라거스 및 기타 
특용작물

아스파라거스 및 기타 
농산물 유통

지역발전기금

기술지도

농민조합 
자립운영

ACTIVITY 03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한 공정한 수익 

보장

ACTIVITY 04

아스파라거스 
재배

ACTIVITY 01

➊ 농가소득 증대 (330% 증가)

❹ 라오스 농촌지도자 양성

➋ 농촌일자리 창출

❸ 농촌 지역 생활 환경 개선 (생활용수 제공, 전기보급)

(쌀, 기존 채소 재배 대비)

· 아스파라거스  
  연간 소비량 

58톤

2008 2017 2020

1,500톤

33명 직접 고용

20명 양성

5,100톤 예상
(전상권, 충남대, 아열대채소  

소비량 예측)

2,486% 
증가 

축산 폐기물 
액비 생산

ACTIVITY 02

❸ 
생산자 + 명지 +

국내유통사
사회적기업 운영

(유통담당)

➋ 농민조합 참여농장 
자립 운영

소득증대 및 생활 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IMPACT    |

국내 농산물 유통회사
해외 농산물 유통회사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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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커피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해

소수민족 마을의 자립화를 이루다
주민 80%가 토착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몬둘키리 주, 60% 주민이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부슬라마을의 열악한 
조건에서 재배된 커피를 인접국에 저가로 판매하는 악순환을 끊고, 공정무역 도입을 통해 커피의 품질향상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

사업명

사업기간/사업비

사업대상지

파트너 기관

사업목적

주요 활동

사업 개요

캄보디아 몬둘키리 주 마을 자립화를 위한 공정무역 커피 사회적기업 설립 사업

2018 - 2020 / 554백만원

캄보디아 몬둘키리 부슬라 마을

카페티모르

· 공정무역 마을 설립을 기반으로 마을의 자립력 향상과 지속가능성 구축

· 현지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 
· 커피빈 가공시설 구축 및 운영 
· 커피생산자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 조합원 역량강화

카페티모르는 공정무역의 확산과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입니다. 공정무역 커피산지 개발, 커피아카데미, 로스팅공장, 공정무역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티모르와 
캄보디아의 커피산지, 베트남의 카카오산지 농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정무역을 진행합니다.

파트너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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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M B O D I A  M O N D U L K I R I

ACTIVITY 02

자국내 판로개척 
및 판매장 설치로 직접 

판매시행

ACTIVITY 03

공정무역을 
통한 합리적 가격

유통

ACTIVITY 04

정부인증 커피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교육 및 역량강화 제공

ACTIVITY 01

커피재배 및 수확에  
대한 기술교육 제공 및 커피 

가공설비 지원

▶ ▶

▶ ▶

▶▶

▶▶

▶
▶

사회적기업 
설립

생산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소수민족마을의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

품질향상과 생산량 
증가

공정무역을  
통해 합리적 가격으로 

유통

▶
▶

정부인증 커피협동조합 
구성

조합원의 커피재배기술 
역량 강화

커피가공시설 
구축

판매
유통

가공

판매 카페 개소  
및 거래처 확대로  

수요 증대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바리스타로  

고용하여 카페 운영 

➊ 커피재배 기술과 가공 설비부족 ➌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인한 불합리한 가격구조

➋ 열악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한 판로 부족 ➍ 지역주민의 정보와 비즈니스 역량의 부족

커피재배 기술과 판로 확보의 제약PROBLEM    |

➊ 공정무역 커피를 통한 지역기반 비즈니스 창출 ➋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가공장 2개소, 개별작업장 24개소 설립, 공정무역 커피 인증 취득판매자(카페) 1개소 운영, 장애인 취약계층 바리스타 고용

커피 거래처 1개소 → 6개소로 확대

→

생산농가 5가구 → 25가구로 확대

→

가공장 2개소 설립

소수민족의 자립력 향상을 위한 커피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IMP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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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달콤한 꿈,
농민 자립 협동조합 결성과 

팜슈가 비즈니스 가치사슬 개선으로 이루다
재래식 생산, 유통 방식으로 일정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캄보디아 팜슈가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팜슈가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가치사슬을 개선하고자 한국의 KOICA와 꽃피는 아침마을, 
현지 사회적기업 HESED가 협력하여 가공장을 건립 및 운영하여 생산량을 증대하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 및 유통, 상품 개발 및 브랜딩으로 지속가능한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

사업명

사업기간/사업비

사업대상지

파트너 기관

사업목적 

주요 활동

사업 개요

캄보디아 팜슈가 비즈니스 가치사슬 구축

2018 - 2021년 / 1,307백만원

캄보디아 (캄퐁츠낭 지역 / 캄퐁스프 지역)

(주)꽃피는아침마을 / Hesed Agriculture Trading Co., Ltd.

·  캄보디아 팜슈가 농부들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팜슈가 비즈니스  
가치사슬 구축

· 캄보디아 현지 생산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 팜슈가 품질 개선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가공장 설립 
· 팜슈가 관련 상품 개발 및 상품 브랜드 구축

(주)꽃피는아침마을은 ‘좋은 의식주 문화를 함께 키워가는 건강 및 행복 공동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400여개 
가게가 입점한 오픈마켓 플랫폼과 자체 PB상품을 판매하는 ‘스토리 커머스’ 쇼핑몰입니다.

HESED는 캄보디아에서 팜슈가, 유기농산물, 커피빈 유통 및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현지 사회적기업입니다.

파트너기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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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팜슈가 생산, 가공 
시설 건립 및 운영

❹ 
현지 사회적기업을  
통한 적정한 가격에  

팜슈가 수매 

❺ 
안정적 유통채널을  

통한 유통/판매

농민 자립 협동조합 결성, 비즈니스 가치사슬 개선

❹ 안정적 유통/판매망 확보

➋ 품질향상

· 생산 가공 단계 관리 및 HACCP/유기농 인증

· 생산자에게 공정한 수익 보장하는 거래 구조 확립, 안정적 
  수입원 보장 및 농민소득 증대

➊ 생산량 증대

· 생산시설 기계화 및 자동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

❸ 브랜드 가치 창출

· 브랜딩 및 상품개발로 부가가치 상승
· 사업종료 시점까지 상품군 11개로 증가

30톤기존
60톤2차년도

80톤3차년도 일자리 창출 건수

BOP 소득증가액

$200/월$125/월 →

0개 
프로젝트 종료 후 
(2021)

80개→

팜슈가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IMPACT    |

협동조합 설립 및  
교육을 통한 생산자 

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마련

ACTIVITY 01
HACCP 및  

유기농 인증을 통한 
팜슈가 품질  

향상

ACTIVITY 03
현대화 가공장  
건립을 통한  

팜슈가 생산량  
증대

ACTIVITY 02
팜슈가 파생 

상품 개발 및 브랜드 
구축을 통한  

판매증대

ACTIVITY 04

❶ 
농민 협동조합  
교육 및 설립 

C A M B O D I A  

생산량·상품군·판로 부족으로 인한 농가 저소득PROBLEM     |

➊ 개별 농가 재래식 생산, 열약한 환경으로 생산량 부족 ➌ 브랜드 가치 부재, 다양한 상품군 부족 

➋ 비위생적, 비효율적 생산방식으로 제품의 표준화  
및 품질향상의 어려움 

➍ 중간상인에게 의존된 불안정한 유통/판매 채널으로 
적정한 수익 보장받지 못함 

     팜슈가 브랜드 구축 /  
상품군 다양화(부가가치창출)
❸ 





총괄-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혁신사업실 IBS 담당팀 
기획 및 디자인-  Reddot Branding   Tel. 02.58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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