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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개도국 농업개발과 식량안보 개선에 효과적 1)
➲ 최근 국제농업경제학회(IAAE)가 발간한 농업 이니셔티브를 위한 ICT의 가능성과 위험2) 보고서 및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도구로서의 ICT3)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적인 ICT 발전이 특히 농촌지역의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ICT는 농가의 농업생산성과 수익성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과 효과적인 위험
관리 방안을 채택하는데 기여함

➲ 최근 ICT는 개도국의 농업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두 보고서는
ICT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함
• 외지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농업 정보와 농촌지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며, 이는 농업
생산량 증가로 이어짐 (예: 케냐의 사탕수수 생산 농가는 휴대폰(SMS)을 통해 경작 관련 자문을 제공
받아 단수를 평균 11.5% 증가시킬 수 있었음)
• 농민들의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농민들의 작물 가격 책정에 기여함 (예: 우간다의 농민들은 가격정보를
라디오를 통해 제공받아 작물 수입을 55% 증가시킴)
• 시장 효율성 개선 (예: 니제르의 곡물 교역업자들에게 핸드폰을 제공하여 보다 광범위한 시장 가격정
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진출 시장이 확장됨. 교역업자들의 시장 진출이 확대되어 이전보다
많은 시장에서 물건을 매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장간 가격 분산(price dispersion)이 10~16% 감
소하여 식량가격이 하락함)
•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휴대폰은 온라인 뱅킹을 가능케하여 전통적 거래 방식에 따른 송금 및 수금 비
용을 대폭 감소시킴. 이와 같은 비용 절감 및 저축 증가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는 역량 강화로 이어짐
(예: 케냐의 모바일 뱅킹 플랫폼인 M-Pesa를 활용한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외부 충격을 완화시
킬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두 보고서는 ICT가 식량안보와 농업개발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하는데 연결성(connectivity), 내용(content), 역량
(capacity) 3분야에 대한 도전과제가 있음을 시사함
• 연결성 : 핸드폰 보급률은 종종 핸드폰에 대한 실제 접근성이 과장되는 경향이 있으며, 해당국의 ICT 도입에 있어 지
역마다 다를 수 있음 (예: 브라질 도시지역의 핸드폰 보급률은 83%, 농촌지역은 53%)
• 내용 : ICT를 통해 제공된 정보가 항상 농민들의 필요(Needs)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양질의 자료가 아닌 경우가
있음 (예: 비료 정량 정보와 간작 방법 등 전문적인 정보의 경우 단순히 SMS를 통해 전달이 어려움)
• 역량 : 농민들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역량 부족은 ICT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음 (예: SMS는 농촌지역에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문맹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효과성이 떨어짐)
1) 동 자료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2017년 2월 7일 발표한 “식량안보 개선과 농업 이니셔티브 지원을 위한 ICT의 역할(ICTs to Improve
Food Security and Aid Agricultural Initiatives)을 번역·정리한 것이다.
2) The promise(and pitfalls) of ICT for agricultural initiatives
3) ICTs as a tool to improve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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