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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비교

분석하여 그 현황과 특징을 드러낸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의 ODA 추진체제, 정책, 기초교육 ODA의 규모와 추이, 유형과 지역

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한국 기초교육 ODA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논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ODA 추진체제와 정책, 규모와 추이, 유형과 지역별 특

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추진체제와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추진체제

와 정책 틀, 기초교육 ODA 목표를 공유한다. KOICA와 JICA 모두 

지원하는 권역별로 부서가 구성되어 있고, KOICA에서는 사회개발팀

이, JICA에서는 인간개발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별 부서에서 기초교육 ODA 사업을 진행하고 교육관련 부서가 

협력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KOICA는 교육을 포함한 기초교육을 전담

하는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JICA에는 사회개발 팀 내에 기초교

육을 전담하는 두 개의 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정책

의 틀 면에서는 전체 ODA에 대한 정책, 중기정책, 국별 정책, 분야별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ODA 정책 틀을 공유한

다. 또한 일본은 ODA와 교육 ODA정책에서 ‘인간안보’, 즉 ‘인권’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

러나 기초교육 ODA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모두 세 가지 동일한 목

표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추진체제와 정책 틀, 기초교육 ODA 목표에서 유사

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이 일본의 것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기초교육 ODA의 목표는 일본과 한국이 거의 흡사한

데, 이것은 국제사회가 EFA, MDGs 등의 공통된 의제를 공유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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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계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한국

이 일본의 목표를 차용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그 근거

로 일본은 각각의 교육 ODA 목표에 대한 이유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목표를 제시하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규모 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교육 ODA 규모는 일본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비율로 살펴볼 때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교육 ODA

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교육 ODA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그 

규모에서 크게 못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비율 면에서도 일본보다 낮

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일본의 경우 기초교육에 매년 10% 이상 꾸

준한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에서 12%까지 그 비율이 

일정치 않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이것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교육 

ODA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에

는 일본에 비해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를 유형별로 나누어 비교하여, 다섯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해외봉사단이 기초

교육 ODA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한국은 ‘건립사업’중심

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반면 일본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젝

트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셋째, 한국의 기초교육 ODA는 초등교육

에 국한되어있는 반면, 일본은 초등교육, 성인 문해교육, 기초생활기

술교육, 유아교육도 기초교육 ODA에 포함되어 있었다. 넷째, 한국과 

일본 모두 최근 NGO사업을 통해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경

향이 나타난다. 다섯째, 대부분의 유형에 걸쳐 일본에 비해 한국의 지

원규모가 작다.

지역별 특징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지원국가의 수가 점차 증가하

며, 다양한 국가에 지원하는 추세이다. 초기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아

시아지역만을 지원하였으나, 점차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최근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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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아시아 지역을 추월하였다. 즉, 한국과 일본은 모두 아시아

와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추진체제와 정책 틀, 기초교육 ODA 목

표 면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드러나고, 규모와 내용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의 ODA 추진체제, 정책 틀, 기

초교육의 목표가 유사한 반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기술이 

없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것을 충분한 고민 없이 차용하였을 가능성

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의 기초교육 ODA는 규모가 미흡할 뿐만 아니

라, 지원비율도 일정치 않아 지원이 체계적이지 않았음이 나타났다.

유형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 한국 기초교육 ODA는 건립사업과 초등

교육에 국한되어 있어, ‘기초교육’을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이 드

러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기초교육 ODA의 개선을 위한 쟁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기초교육 ODA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규모를 증

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정된 규모 안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기초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에서부터, 한국의 교육발

전경험을 토대로 어떤 유형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

육’뿐만 아니라 ‘인권으로서의 교육’을 반영한 기초교육 ODA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요어 : 기초교육 공적개발원조, 교육개발협력, 교육 ODA, 교육 

ODA 비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학  번 : 2010-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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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를 비교분석하여 기초교육 ODA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기초교육 ODA에 주목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기초교육에 대

한 개발의제와 기초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들에도 불구하

고,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ODA와 

관련하여 기초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은 새천년개

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1) 두 번째 목표에도 

직접 명시되어 있으며, UNESCO가 제창하는 만민교육(Education For

All, EFA)2)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세계은행 역시 기초교육개발의제 

(Fast Track Initiative, FTI)를 천명하면서 개도국의 빈곤 완화와 지속 가

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유성상,

2010b).

선진공여국들 역시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2000년 9월 전 세계의 189개국 정상과 정부 대표들이 UN 본부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지난 천 
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진 각종 개발의 난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천년선언(Millenium

Declaration)에 서명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으로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수립했다. 다음과 같은 총 8개의 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1) 절대
빈곤 및 기아퇴치,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3)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4) 아동 사망률 감
소, 5) 모성 보건 향상,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한국국제협력단, 2008). 

2) UNESCO의 만민교육은 저개발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초문해 교육을 실시하여 
문해율 ‘100%’를 달성하자는 국제사회의 노력이다. 다음 6가지의 목표를 포함한다(유성상,

2010b). 1) 취학 전 교육의 확대와 개선, 2) 2015년까지 초등교육의 완전취학과 수료 달성, 3)

청년과 성인의 학습욕구 충족 4) 2015년까지 비문해수준(특히 여성)의 50% 개선, 5)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에서의 남녀격차해소와 2015년까지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실현, 6) 기초교육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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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 중에서 ODA의 규모가 최대인 미국의 경우, 2010년 기준, 교육 

지원분야 중에서 기초교육에 약 8.6억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을 했고, 이

는 교육분야의 약 73%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미국은 최근 5년간 꾸준히 

교육부문 중 50-60% 이상을 기초교육분야에 지원하고 있다.3) GNI대비 

개발협력의 지원비율이 최고인 스웨덴 역시 기초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스웨덴 국제개발청(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기초교육에 비교우위

를 두었으며(조현아, 2008), 2010년의 경우에도 교육분야 중 기초교육에 

약 73%에 달하는 금액을 배분하는 등 기초교육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4)

선진공여국들의 기초교육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다양한 

연구물들이 기초교육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한다. 기초교육

과 경제발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물(Mcmahony, 1999; Teles &

Andrade, 2008; Bernstein, 2007)은 기초교육이 경제발전을 통한 빈곤 감

소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초교육을 통해 

인간의 권리에 대한 보장과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사례연구도 보고되고 

있다(Oduaran & Bhola, 2006). 몇몇 연구에서는 테러를 종식시킬 수 있

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기초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Tyson, 2001; Sokolsky & McMillan, 2002). 유성상(2010a)은 MDGs의 초

등교육의 확대를 통하여 ‘만민교육’을 달성하자는 목표와 함께, 비록 기

초교육이라 명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개발목표,

HIV/AIDS의 극복, 말라리아, 기타 보건/위생에 관련된 예방적 교육도 

기초교육의 범위 내에서 필수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것들임을 주장하며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초교육 ODA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OECD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문 중 기초

교육부분 개발협력에 지원한 비율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4.3%

에 불과하다. 한국 ODA의 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n

3) http://stats.oecd.org

4) 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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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의 경우에도 교육분야 

중 기초교육분야에 약 6.0%로 가장 적은 규모를 지원하였다(한국국제협

력단, 2008). 게다가 기초교육분야의 사업형태가 대부분 학교 신·개축사

업 위주인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내용 면에서도 상당한 개선의 여지

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한편 유상원조기

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의 경우, 기초교육분야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김선태 외,

2008). 이와 같이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에서 기초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유성상, 2009; 박소영, 2009; 한국국제협

력단, 2008).

특히 유성상(2010a)은 한국에서 기초교육 ODA가 부실한 이유로, 기초

교육 ODA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기초

교육 ODA 사업에서 ‘누구의 요구에 따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시

설을 짓게 되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ODA 사업에 대한 연구 중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기초

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물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기초교육 ODA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시키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한국의 기초교육분

야 ODA의 현황과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연

구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한국과 비교분석 하였다.

비교사례로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일본은 교육

분야를 ODA의 핵심 사업으로 중시하고 있으며(한국국제협력단, 2008),

그 중에서도 기초교육 ODA를 중시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

이다. 예컨대 일본은 1990년 이후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교

육 중심의 정책을 제시하였고, 2002년에는 ‘성장을 위한 기초교육(Basic

Education for Growth Initiative, BEGIN)정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기초교육 ODA에 힘쓰고 있다. 2011년에는 만민교육(EFA)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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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일본의 독자적 협력모델인 ‘모두를 위한 학교(School for all, SFA)'

를 구축하며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 기초교육 ODA에 유용한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ODA정책, 지원형태, 지원주체, 지원계획 등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으며, 한국 ODA는 많은 부분 일본의 경험을 따

르고 있다(정기웅·윤석상, 2010). 특히 KOICA의 창설은 일본 국제협력기

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의 조직을 그대

로 모방하였다는 지적(손혁상, 2010)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의 ODA가 유사한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

용과 모습에서 차이가 나타내는지를 밝힘으로써 한국의 기초교육 ODA

의 현황과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의 현황을 추진체

제, 정책, 규모와 추이, 유형과 지역별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그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초교육 ODA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기초교육 ODA

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논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로 교육 ODA에 관한 연구와 국가 간 

ODA 비교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에 앞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교육 공적개발원조(ODA)’의 용어와 ‘기초교육’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자 한다.

1. 용어 정의 

공적개발원조(ODA)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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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야

교육/수준 미분류

(Education, Level

Unspecified)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Education Policy & Administration Management)

교육시설 및 훈련

(Education Facilities and Training)

교사훈련 (Teacher Training)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OECD/DAC)에서 정한 수원국 리스트에 있는 국가 및 

지역, 또는 다자간 개발협력기구에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을 말한

다. 중앙 및 지방정부, 그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

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고, 공여조건이 완화된 원조, 즉 증여율이 25%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이어야 한다.5)

연구에 따라서는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가리켜 공적개발원

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원조(Official Assistance), 개발

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국

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등의 용어를 혼용하

여 사용하기도 한다(구자억 외, 2008). 이 연구에서는 OECD가 규정하는 

‘공적개발원조’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개발협력’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할 것이다.

교육 ODA란 교육분야에 해당되는 ODA를 일컫는다. OECD/DAC은 

분류체계(Creditor Reporting System, CRS)를 기준으로 교육분야를 [표 

1-1]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CRS에 의거한 교육분야 ODA는 1)교육/수

준 미분류, 2)기초교육, 3)중등교육, 4)고등교육 네 가지이다. 기초교육에

는 초등교육, 청소년과 성인의 기초생활 기술, 유아교육이 포함된다

(OECD, 2011).

[표 1-1] OECD/DAC 통계 지침상 교육분야 분류 

5) OECD DAC Glossary of Key Terms and Concepts (www.oecd.org/dac/glo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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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Educational Research)

기초교육

(Basic Education)

초등교육 (Primary Education)

청소년과 성인의 기초 생활 기술

(Basic Life Skills for Youth & Adults)

유아교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중등교육

(Secondary Education)

중등교육 (Secondary Education)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

고등교육

(Post-Secondary

Education)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고급기술과 관리자 교육

(Advanced Tech. & Managerial Training)

자료: OECD(2011). p.2

이 글에서 '기초교육'은 OECD/DAC의 정의에 근거하여 초등교육, 청

소년과 성인의 기초생활 기술, 유아교육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에 한정하

지 않고, OECD 기준의 '교육 수준/미분류'의 교육시설 및 훈련, 교사훈

련, 교육연구,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의 범위 중에서도 초등교육 청소년과 

성인의 기초생활 기술, 유아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기초

교육'에 포함하여 분류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 아래 실시되고 있는 사업들 

중 교육시설지원 및 교사훈련의 형태를 띠는 것이 많은데, 이것 역시 각 

국가 기초교육 ODA의 중요한 특징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OECD 기준의 교육 수준/미분류 사업의 목표는 수혜 대상자와 내용에 

따라 각각 기초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에 해당하므로, 이 글에서는 '기

초교육'을 넓은 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다. 즉, 직접적인 초등교육, 청소년

과 성인의 기초생활 기술,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교육시설 및 

훈련, 교사훈련, 교육연구,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등을 기초교육 ODA에 

포함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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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ODA 연구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교육 ODA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쟁점

으로 정리된다. 첫째, 교육분야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논의, 둘째, 교육

의 양적 지원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는 논의, 셋째, 교육

개발협력과 원조효과성에 관한 논의이다.

최근 교육 개발협력에 관한 이슈로 ‘교육분야 중 어느 분야에 투자하

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가 대두되고 있다. 즉, 기초교육을 중심으

로 지원할 것인가 고등교육에 비중을 둘 것인가, 혹은 직업교육에 초점

을 맞출지 등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논쟁이다. 몇몇 학자들은 기초교육

에 대한 투자는 제한적이며,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강조가 더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King 외(2007)는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만으

로는 경제발전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기초교육만을 강조하는 기존

의 경향보다는 직업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고용과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직업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고등교육

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수적인 교육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이와는 

달리, 저개발국가에서는 특히 기초교육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유의

미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Asiedu & Nandwa, 2007)는 여전히 기초

교육분야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시

사점을 준다.6)

한편 기초교육은 경제적 효과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인권 증진의 측면

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Sen(2003)은 기

초교육이 빈곤 감소에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수단이 되며, 따라서 

고용, 임금을 향상시키는 직업교육 및 훈련보다는 문해를 포함한 기초교

육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Sen(2003)은 자유의 

6) Asiedu·Nandwa(200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low-income 국가들에는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이 
경제성장(GDP)에 유의미한 결과를 끼치고 중등/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무의미한 영향을 끼친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iddle-income 국가들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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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을 넓히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기초교육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승환

(2009) 역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을 

근거로 기초교육을 인권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로 제시

한다. 따라서 기초교육부문 지원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측면과 자유의 확대 및 인권 신장의 측면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부분

이다.

교육개발협력에서 주로 지적되는 두 번째 이슈는 교육의 양적 지원에

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교육의 ‘질’에는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Kadzamira & Rose, 2003; Chimombo, 2005). 이는 한국에서 주로 지적

되는 ‘하드웨어중심’의 교육개발협력을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교육

개발협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논의와도 연결된다. 한국국제협력단(2008)에 

의하면 기초교육부문 지원 중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이 약 82%를 차

지한다. 학교 ‘시설’건립에만 집중한 나머지 구체적으로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담아내는 교육지원활동

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유성상, 2010a). 교육지원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서 주요한 지원내용을 하드웨어로부터 소프트웨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제안하고 있음에도(유성상, 2010a) 여전히 시설건축 중

심의 교육지원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에서 

학교를 건립해주거나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 더 나은 학교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 등은 담겨있지 

않다. 즉, 교육개발협력에서 ‘양’뿐만 아닌 ‘질’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절실하며, 이 고민이 사업에도 녹아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원조효과성에 관한 논의는 비단 교육개발협력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의 전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슈이다. 원조효과성에 관한 논

의는 원조가 시작된 이래 함께 고민해 오던 것이지만, 1980년대 원조피

로(aid fatigue)를 경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2005년 제 2차 원조효

과성 고위급 포럼(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LF-2)을 기

점으로 개발협력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제 2차 원조효과성 고위

급 포럼(HLF-2)에서는 100개 이상의 공여국과 수원국이 모인 가운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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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할 것

을 약속하였다. 파리선언은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한 5대 원칙과 2010년

까지 달성해야 하는 12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파리선언과 함께 개

발협력의 효과를 평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확산되었다.

원조효과성논의와 한국 교육 ODA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봉근

(2009)의 연구가 있다. 정봉근(2009)은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하

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원조효과성의 개념과 실천에 관한 연구를 분석

하며, 한국 교육 ODA의 현황과 과제를 OECD 원조효과성과 연관시켜 

논의한 바 있다. 정봉근(2009)의 연구는 기존 한국 교육 ODA에 대한 논

의가 대부분 한국형 발전모형을 추구하는 동향 속에서, ‘한국형’ 원조모

델의 자기중심적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의 교육 ODA가 국제개발공동체

의 동향으로부터 괴리되어있음을 지적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형 

교육 ODA 논의의 국제화를 위하여 목적, 방법, 내용, 평가 면에서 수정 

및 보완해야 할 점을 제안하고 원조성과분석과 평가체제의 역할, 전문성

에 대한 중요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한국의 기초교육분야 개발협력에 주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유성상(2010a)의 연구가 있다. 유성상(2010a)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의

제 중 기초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생애 학습과 경제발

전, 인권증대의 측면에서 기초교육이 사회·경제적 발전의 근본적 토대임

을 검토하였다. 또한 교육 ODA 재원의 연도별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국 

기초교육분야 개발협력의 양적 규모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져있음을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기초교육분야 개발협력

에 대한 담론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기초교육분야가 강조되지 못하는 이

유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도전과제를 제시하였다. 유성상(2010a)은 기존

에 전반적인 교육개발협력에 관한 연구에서 벗어나 기초교육분야에 초점

을 맞추었다는 것과 한국에서 기초교육분야가 강조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도전과제를 제시하여 한국 기초교육분야 지원에 유용한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초교육 ODA를 분

석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규모 외에 실제 사업 내용 및 특징을 면밀히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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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3. 국가 간 ODA 비교연구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 비교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시된 국가 간 ODA 비교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ODA에 관한 

기존의 국가 간 비교연구는 전반적인 ODA의 동향을 비교한 연구(장준

호·정복철, 2008), 특정 수원국에 대한 국가 간 ODA 비교연구(손혁상,

2010; 정기웅·윤석상, 2010; Anh, 2010; Nanthanakhone, 2011), 정책이나 

협력관계 등 세부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한 비교연구(박복영, 2007; 조은

혜, 2008)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장준호·정복철(2008)은 독일과 일본의 전반적인 ODA를 비교하기 위해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유사성과 차이점을 유추해 내어, 이를 바탕으로 한

국 ODA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ODA 관할조직, 정책 

패러다임과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양국의 ODA를 분석하여 독일은 구성

주의 패러다임을, 일본은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는 대체로 독일 모델이 일본 모델보다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 ODA는 일본 모델을 지양하고 독

일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장준호·정복철(2008)의 연구는 

독일과 일본의 ODA 현황을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한 수준에 그치지만,

관할조직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양국의 ODA 패러다임을 드

러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정 수원국가에 대한 공여국간 비교연구인 손혁상(2010)의 연구는 정

책전략, 주요수원국, 원조규모, 유·무상정도 그리고 구속성 여부를 중심

으로 일본과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ODA 정책의 특징을 설명하

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일본은 경제기반시설에, 네덜란드는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은 자국의 경제적 이

익을 따라 ODA를 수단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네덜란드는 MDGs 목표달

성의 전략적 기조를 가지고 ODA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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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자가 언급하듯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는 역사적 사실

을 고려해볼 때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ODA는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쇄신, 식민지 국가에 대한 배상의 일환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

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ODA 역시 자국의 이익과 무

관하지 않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ODA를 분석한 정기웅·윤석상(2010)

의 연구는 ODA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지원목적, 규모, 기본방침, ODA

지원추이 등을 분석기준으로 삼았다. 정기웅·윤석상(2010)은 일본의 경험

을 바탕으로 한국 ODA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현황을 각각 제시하는데 머물러 양국의 현

황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세부주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ODA를 비교한 연구 중 주목할 만한 연

구로 박복영(2007)의 연구가 있다. 박복영(2007)은 한국과 DAC 회원국들

의 ODA 모형을 비교연구 하였다. 박복영(2007)은 DAC의 국별 평가보고

서와 기존의 논의에 근거하여 원조의 목표, 원조의 규모, 중점 원조 지역 

및 분야, 주요 협력수단의 4가지를 분석틀로 삼았다. 4가지 분석대상을 

토대로 원조모형을 인도주의형, 식민지관리형, 경제실익형, 안보전략형으

로 유형화하고 DAC 회원국과 한국을 이에 따라 분류하였다. 박복영

(2007)에 의하면 한국은 다른 공여국에 비해 경제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되는 경제실익형 원조모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다. 이어 과도한 경제지향성을 지양하는 한편 원조규모를 확대하고 무상

원조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박복영(2007)의 연구는 한국과 DAC 회원국의 

원조경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국제사회의 원조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

록 제시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DAC 회원국의 원조모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의 적정 원조규모를 UN이 

정한 GNI 대비 0.7%가 아닌, 공여국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즉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추정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ODA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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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나, 각 분야별 경향성이나 특징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 한국과 

DAC 회원국의 분야별 ODA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조은혜(2008)는 한국과 일본의 ODA를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와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ODA를 비교하기 

위해 역사, 현황, ODA 정책 비판점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한국과 일본

의 주요 ODA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

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과 일본 ODA의 비교를 시도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으나 두 프로젝트를 비교하는데 분석기준이 모호하고, 한국과 일본

의 사례를 비교하기 보다는 각각 제시하는데 그쳤다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Nanthanakhone(2011)가 일본과 한국의 ODA를 비교분석하

였다. 이 연구는 분야별, 지역별, 경제 권역별지원, 유형별 ODA를 기준

으로 DAC 회원국들의 ODA 경향을 파악하고 한국은 DAC 회원국과 달

리 독특한 패턴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중 일본이 지역별, 경제권역

별 ODA 패턴 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점을 갖는다고 지적하며, 한국과 

일본의 라오스에 대한 ODA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DAC 회원국

들을 ODA 경향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라오스 

ODA를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의 비교하는데 있어서는 비교기준이 모호

하여 양국의 특징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기존의 국가 간 ODA 비교연구를 종합해보면, 국가 간 ODA 비교를 

위해 관할조직, 정책, 주요 수원국, 원조규모, 지원목적, 기본 방침, 지원

추이, 수행체계, 역사, 현황 등을 분석틀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

대로 본고에서는 일본과 한국 기초교육 ODA를 분석하기 위하여, ODA

를 수행하는 추진체제와 ODA 실행의 바탕이 되는 ODA 정책을 살펴보

았다. 또한 실행 단계에서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초교육 ODA의 

규모와 비율의 추이, 유형별 특징, 지역별 특징 등을 분석틀로 삼아 연구

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국가 간 ODA 분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ODA의 

일반적인 경향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ODA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밝히려 시도한 연구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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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교육, 보건 등 부문별 ODA의 특징을 비교한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즉, 교육부문을 중심으로 국가 간 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찾아보

기 어려우며,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문의 해외 사례를 소개(유

성상 외, 2011; 김기석 외, 2006)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일반적인 ODA 비교에서 더 나아가 교육분

야, 특히 기초교육분야 ODA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특징

을 드러내어, 한국 기초교육 ODA 발전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

으로의 논의를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문제 

1. 연구문제 

이상의 문제의식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

였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ODA 추진체제와 정책은 어떠하며, 어떤 유사점

과 차이점이 있는가?

Ÿ ODA 추진체제의 구조와 기초교육 ODA를 담당하는 조직편제는 

어떠한가?

Ÿ 교육 ODA 정책과 기초교육 ODA의 목표가 명시하는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의 규모와 추이의 특징은 무엇이

며,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Ÿ 교육 ODA 중 기초교육 ODA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떠한가?

Ÿ 기초교육 ODA 추이는 일관적인 양상을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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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의 유형별, 지역별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Ÿ 기초교육 ODA의 사업 유형별로 드러난 기초교육 ODA의 범위와 

내용은 어떠한가?

Ÿ 기초교육 ODA 지원국가 수의 변화는 어떠하며, 중점지원지역은 어

디인가?

2. 연구방법 

상기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통계자료 분

석을 진행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추진체제와 정책을 고찰하기 위해 관련 

정책문서와 KOICA, JICA의 정책보고서, 연간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의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OECD, KOICA, JICA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과 일

본 기초교육 ODA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KOICA, JICA의 통계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업보고서, 연구물들을 포괄적

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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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ODA 추진체제와 정책 비교

이 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ODA 추진체제와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기초교육 ODA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기에 앞서,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를 실행하는 ‘주체’와 실행의 기반이 되는 ‘정책’을 살펴보

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ODA 수행체제와 정책은 어떠하

며,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과 일본의 ODA 추진체제 

1. 한국 ODA 추진체제   

1) 한국 ODA 추진체제  

ODA는 공여 형태에 따라 양자 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나뉘며, 상

환 의무에 따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의 양자 간 

협력은 ODA에 소요되는 재원이 유상지원인지 혹은 무상지원인지에 따

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그림 2-1]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무상

원조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KOICA에서 맡고 있으며, 무상원조와 함께 

기술협력도 KOICA에서 담당하고 있다. KOICA 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일부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에서도 부분적으로 기술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유상원조인 차관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EDCF에서 담당하

고 있다.

다자간 협력 중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등의 UN 기구에 대한 출연

금은 외교통상부에서,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IDA),

Asian Development Bank(ADB), Africa Development Bank(AfDB)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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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형태 실시기관 소관부처

무상자금

협력
KOICA 외교통상부

무상

원조
양자간

협력 기술협력 관련정부부처

공적

개발

원조

유상

원조

EDCF 

차관
EDCF 기획재정부

국제개발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한국은행

다자간 

협력

UN 등 국제기구 

분납금 납입 

외교통상부 등 

관련 정부부처

같은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출자업무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한

국국제협력단, 2008).

[그림 2-1]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구조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2010a). p.417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ODA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KOICA와 EDCF 두 기관 외에도 다양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ODA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된 

집행체계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2006년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총괄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국제

개발협력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고 국제개

발협력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연간·중장기 추진 계획,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실무

적으로 보좌하는 실무위원회도 함께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체계는 

[그림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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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실무위원회

평가소위

국무총리실

(ODA 총괄

·조정, 평가)

재경부

(유상협력, 

국제금융기구)

실무협의

↔

실무협의

↔

외교통상부

(무상협력, UN 

등)

관계부처

EDCF KOICA
실무협의

[그림 2-2] 한국 ODA 추진체계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1). p.4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

KOICA 총재, 수출입은행장 및 민간 인사들로 구성되어있다. 국제개발협

력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고 부처 간의 다양한 

협력수단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분리된 ODA 담당기관을 조정 및 총괄하

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유·

무상 원조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며, 관련 이슈들을 논의한다. 2010년에는 

17개의 관계부처가 함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기도 하였

다.7)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은 국가적 차원

7) 2010년 10월 25일, 제 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안건(제 7-1호). 총 17개의 관계부처는 국무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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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ODA 정책을 제시한 문건으로, 각 원조기관이 ODA를 실행하는데 기

반이 된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정책분석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

다.

2)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 ODA의 한 축을 담당하는 KOICA는 1991년 4월 외교통상부 산

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설립목적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 1조에 의거하여 한국과 개발도상국가

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

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KOICA에서는 국내초청연수, 전문가파견, 해외봉사단파

견, 개발조사, 인프라건축, NGO 지원, 재난복구지원, 국제기구협력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KOICA는 이사장, 감사실, 평가실, 보좌관, 8부, 6실, 19팀, 1 센터로 이

루어져 있다. [그림 2-3]의 조직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총 8개의 부는 

지역과 역할로 구분되어 있다. 지역은 아시아 1부, 2부, 아프리카부, 중

동·중남미부로 나누어져 있고, 역할은 정책기획부, 경영지원부, World

Friends Korea(WFK)8)사업본부, 역량개발부로 이루어져 있다.

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
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이 포함된다.

8) KOICA의 해외봉사단의 이름으로, 2009년 분산되어 있던 각 행정부처의 해외봉사단 사업을 통
합하여 World Friends Korea가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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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KOICA 조직도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9) (2012년 4월 기준)

교육분야를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없으며, 사회개발 팀 내에서 

보건 및 젠더, 인권 분야와 함께 교육을 중점분야로 다루고 있다. 사회개

발팀에서는 ‘교육분야 지원전략 수립 및 연구조사, 교육분야 국별 사업

추진 지원 및 제도개선’을 교육관련 담당업무로 하고 있다. 각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관련 프로젝트는 해당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 부

서에서 담당하여 진행되고 있다.

KOICA는 교육(직훈)분야의 사업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

기 시작하였다. 구자억 외(2008)의 연구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KOICA 의 교육분야 전문가 인력은 약 130명이며, 이 중에 90% 이상이 

직훈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그간 KOICA가 직훈 위주로 프로젝트

9) http://www.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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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나머지 10%는 여타 교육분야(한국어,

미술, 체육 등)를 포함한다. 약 130명의 전문 인력은 교육(직훈)분야의 각

종 조사나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거나, 직접 등록한 사람들 중 학력과 경

력 등의 적격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전문가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문 인력이 KOICA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고 하나,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고 사업유형 및 

성격에 따라 제한된 인력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된다(구자억 

외, 2008).

2. 일본 ODA 추진체제   

일본의 ODA 추진체제는 2008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2008년 이전에는 무상협력기관과 유상협력기관으로 나뉘어 ODA를 

진행하였다면, 2008년 10월부터 신(新) JICA가 발족되어 일원화된 ODA

실행체제를 갖게 되었다.

먼저 2008년 이전의 일본 ODA의 추진체제를 살펴보면, 2008년 이전까

지 일본은 경제협력기구로서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하 JBIC)과 무상원조기관인 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이하 MOFA)의 이원화된 원조체제로 진행되었다. 무상

자금과 기술협력의 경우 외무성 소관의 JICA가 담당해왔으며, 유상자급

협력은 국제협력은행의 해외경제협력기금(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이하 OECF)이 담당해왔다. 즉, 다른 국가들은 일반

적으로 단일한 기관이 창구가 되어 원조를 진행하는데,10) 일본은 원조가 

시작된 이후 오랫동안 일원화된 원조기관이 설치되지 않았다.

2008년 10월 1일, 일본은 ODA 추진체제를 통합하였다. 기존에는 두 

실행기관으로 나누어 진행되어오던 역할이 모두 JICA로 통합되었다. 신 

JICA는 기존의 JBIC, MOFA의 역할을 한 실행기관으로 흡수하여 ODA

의 질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따라서 2008년부터 신 JICA는 

10) 장준호·정복철 (2008)은 다른 국가의 사례로 독일의 연방경제협력개발구(BMZ), 캐나다의 국제
개발청(CIDA), 미국국제개발청(USAID), 영국의 해외개발청(ODA)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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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차관, 무상협력 형태의 ODA를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ODA 구조와 JICA가 맡고 있는 ODA형태를 도식화 하면 [그림 2-4]와 

같다. 신 JICA 발족과 함께 MOFA의 능력이 강화되어, 관계부처와 연계

하여 JICA를 비롯한 MOFA에서 ODA 조정의 핵심을 담당하게 되었다.

신 JICA가 출범하면서 일본의 ODA는 세 가지 원조방식을 일원화하여 

총체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유연하게 개발안건에 대응할 수 있게 되

었다. 특히, 신 JICA로 통합되며, 기술협력, 차관, 무상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JICA가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ODA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2-4]에서 볼 수 있듯, 신 JICA(이하 JICA)가 담당하고는 원조의 

형태 총 4가지로 기술협력과 차관, 무상원조, 기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술협력으로는 일본의 기술, 노하우, 경험 등을 전수하여 수원국

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며, 프로젝트, 훈련생 초청 연수, 전문가 파

견, 물자 지원, 개발 계획을 위한 기술협력이 포함된다. 차관은 ODA 차

관과 민간부문 투자를 포함한다. 무상 원조로는 프로젝트를 위한 무상원

조, 식량공급을 위한 무상원조 등이 있다. 기타 영역으로 자원봉사자 파

견, 긴급구호, 시민사회의 참여 역시 JICA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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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일본의 ODA 구조와 JICA 역할  

자료 : JICA(2011). p. 24

JICA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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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A는 1954년을 설립년도로 표방하고 있으나, 이때에는 Japan

Overseas Association의 명칭으로 활동하였으며, 1974년이 되어서야 

JICA의 이름으로 원조기관이 설립되었다. 전술하였듯이 JICA는 2008년 

이후 기술협력, 무상원조, 유상원조의 ODA를 전담하고 있다.

JICA는 본부 아래 총 31개의 부서를 두고 있으며, 조직도는 [그림 2-

5]와 같다. 각 부서는 지역과 기능으로 구분하여볼 수 있다. 지역을 중심

으로는 동남아 · 대양주 지역, 동· 중앙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중

남미 지역, 아프리카, 중동 · 유럽 지역으로 나뉘어져 총 6개의 부서가 

구성되어 있다. 기능을 중심으로는 홍보부, 인사부, 재무부 등 총 25개의 

부서가 있다. 지역 부서는 각 국가에 맞는 프로젝트를 고안하고 실행하

기 위해 노력하며, 기능별 부서는 지역부서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Yoshida, 2009).

JICA 내에서 교육 ODA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인간개발부이다. 인

간개발부는 인간 개발에 관한 기술협력과 지역의 요청에 따른 협력사업 

조사를 실시하는 부서이다. 또한 인간 개발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정보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사업을 심사하며 실시하는 부서이

다. 인간개발부 산하에는 9개의 과가 업무를 분담한다. 구체적으로 계획·

조정과, 기초교육 제 1과, 기초교육 제 2과, 고등 및 기술교육과, 사회 보

장과, 보건 제 1과, 보건 제 2과, 보건 제 3과, 건강 제 4과가 포함된다.

총 9개의 과 중 3개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과가 2개로, 기초교육이 교육 중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기초교육 제 1과에서는 비형식교육과 정규교육을 포함하

는 전반적인 기초교육을 다루며, 기초교육 제 2과는 아프리카 지역의 기

초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1)

11) http://www.jica.go.jp/about/jica/org_list/H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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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JICA의 조직도 

자료: JICA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Ÿ 계획조정과

Ÿ 기초교육 제 1과

Ÿ 기초교육 제 2과

Ÿ 고등 및 기술교육과

Ÿ 사회보장과

Ÿ 보건 제 1과

Ÿ 보건 제 2과

Ÿ 보건 제 3과

Ÿ 건강 제 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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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국과 일본의 ODA 정책 

교육 ODA는 국가 차원의 ODA 정책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특징

과 한계를 반영한다(정봉근, 2009). 따라서 교육 ODA의 정책을 검토하기

에 앞서, 한국과 일본의 ODA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교육 ODA를 포함

한 국가 차원의 ODA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과 

일본의 교육 ODA에 대해 검토하였다.

1. 한국 교육 ODA의 정책 

1) 한국 ODA 정책 

한국은 2005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2009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ODA의 추진체계와 법적 기반을 정

비하게 되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가차원의 공

식적인 정책 없이 유·무상 ODA가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이는 한국이 공여국으로서 ODA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국가차원의 ODA 정책은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기틀로 

한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토대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년], '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종합시행계획 등이 분야별 세

부정책이 제시되었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은 한국 ODA의 

기본방향, 3대 선진화 전략, 국제개발협력의 기반확대를 위한 3가지 방안

을 밝히며, 한국 ODA의 큰 그림을 제시한다. 이 내용을 도식화 하면 

[그림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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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 

수원국 개발수요와 

우리의 특성 결합

국가전략에 기반을 

둔 일관성 있는 추진

두 손으로 드리는 

따뜻한 원조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골격 
OECD DAC 회원국 / ODA 규모 및 비율 / 통합체제 구축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원조 시스템 효과적 개편 국제활동 강화

Ÿ 개발경험 분야 

- 개발경험 정리

- 정책 컨설팅 

Ÿ 국가전략 부문

- 지역별 기조

- 중점 협력국, 통합 CAS

Ÿ 글로벌 개발파트너십

- 다자원조 전략

- 선진공여국 협력

Ÿ 사업기술 분야

- 경쟁력기술(ICT, 농업 등)

- 프로젝트와 기술협력

Ÿ 사업수행 부문

- 사업발굴 및 선정

- 원조사업 효과성 제고

- 수원국과 협력 강화

Ÿ 국제기구 참여확대

- 국제기구 인력진출 확대

- ODA 조달시장 참여

Ÿ 감성 분야

- 감동사례 발굴·공유

- 한국적 미와 정감

Ÿ 평가부문

- 통합평가시스템

- 성과중심의 평가결과

- 환류 

Ÿ 국제규범 준서

- 국제규범 형성 참여

Ÿ 인도적 지원 강화 

(원조 소외국(1개)을 선정, 총체적 접근을 통한 개발협력의 성공사례 도출)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의 확대
국민적 공감대 확보 /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 전문인력 양성 

[그림 2-6] 한국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 p.60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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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에 드러난 한국 

ODA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수원국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특성을 

결합한 원조방안을 모색하고, ②국가전략에 따라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

로 지원하며, ③진정성을 담아 수원국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원조를 실

시하는 것이다. 또한 OECD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개발협

력을 구현하기 위하여 ODA/GNI 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하고

자 한다.12) 양자·다자간 비율은 70:30의 비율을 유지하며, 유상·무상 비율

은 40:60 내외로 유할 것을 밝힌다. 2010년 한국의 ODA 비구속성 비율

은 36%이나, 한국 정부는 2015년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75% 수준으로 제

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제개발협력의 3대 선진화 전략은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원조 시스

템 효과적 개편, 국제활동 강화’로 정리된다.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은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독특한 개발 및 원조

경험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말하며, 개발경험분야와 

사업기술분야, 감성분야로 나누어 한국의 경험을 정리하고자 한다.13) 개

발협력의 콘텐츠는 8대 분야로 나누어져 진행 중이다. 8대 분야는 경제,

보건의료, 인적자원, 행정·ICT, 농어업, 국토건설, 환경, 산업에너지의 분

야를 포함한다. 교육분야는 '인적자원'분야에 포함되며, 교육과학기술부

와 고용노동부에 의해 진행된다. 교육분야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교육

과학기술부가 2013년까지 한국형 교육발전모델14)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 정부는 개발협력 콘텐츠 제작을 통해 한국 원조의 핵

심 사업으로서 정책컨설팅, 원조사업간 연계, 원조모델 수립 등에 다양하

게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발협력 콘텐츠 제작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ODA를 지향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

12) 2010년 한국의 ODA/GNI 비율은 0.1% 수준으로 OECD DAC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UN 권
고사항인 0.7%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13) 개발경험분야는 한국의 개발경험 중 컨설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말하며, 사업기술분
야는 프로젝트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및 기술의 내용을 의미한다. 감성분야는 원조과
정에서 감동을 주는 사례나 성과, 한국적 미나 정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발굴·정리하는 것
을 뜻한다.

14)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에 의하면 한국형 교육발전모델에는 초·
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교원정책, 유아교육, 평생교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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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기존의 분절화 된 원조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유·무상 통합전략 수립, 둘째, 사업수행체계 선진화, 셋

째, 평가역량 강화이다. 유·무상 통합전략을 위해서는 지역별 정책기조를 

토대로 간 재원배분 원칙을 공유하고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여 국가지원

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15)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점협력국가 26개국16)을 

선정하여 유·무상 기관이 각각 최소 70%수준을 지원하도록 합의하였다.

두 번째 전략인 사업수행 체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사업을 발굴하고 집

행, 사후 관리하는데 있어서 EDCF, KOICA, NGO, 기업, 수원국, 국제기

구 등 다양한 원조주체들이 ODA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

다. 이를 위해 유상사업과 무상사업의 연계, 정부사업과 민간사업간 연계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로 평가역량을 강화함으로 원조시스템을 

개편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유무상기관이 각각 자체평가를 시행하였는데,

평가의 객관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체평가와 함께 소위평가를 실시하게도

록 하였다. 즉, 사업을 시행한 기관의 자체평가와 더불어 평가소위(총리

실)가 정책/전략·국별·분야별·형태별·프로젝트/프로그램별로 대표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개발협력 선진화 전략의 세 번째 전략은 국제적 활동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다자기구 협력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선진 공

여국과의 협력과 원조분업을 실시하여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양·다자간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다자개발은행(MDB)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UN 등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15)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아시아(55% 내외), 아프리카(20% 내외), 중남미(10% 내외), 중동·CIS(10%

내외), 오세아니아 및 기타 지역(5% 내외)별로 양자원조의 지원 비율을 설정하여 유무상원조의 
재원을 배분한다.

16) 중점협력국은 매 3년마다 검토하되, 필요시 3년 이내라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중점협력국은 총 26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12국(베트남, 솔로몬군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스리랑카,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동티모르), 아프리카지역 8개국(가나, DR 콩고,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우간
다, 카메룬, 모잠비크, 르완다), 중남미지역 4개국(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파라과이), 중동과 
CIS 지역 2국(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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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원조분업 참여를 확대하여 선진 공여

국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 인력의 국제기

구 진출을 확대하고 한국기업의 국제 ODA 조달시장 참여를 활성화하여 

ODA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 활동에 대한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

보하는 한편, NGO, 민간기업, 대학 등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ODA 전문인력을 양

성하여 개발협력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ODA를 도모하고

자 제시하였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0년 12월에는 ‘분야별 국제개발

협력 기본계획(2011~2015년)'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 방안(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ODA 정

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

2) 한국 교육 ODA 정책

한국 ODA의 국가차원의 정책이 마련된 것과는 달리, 교육분야에서는 

아직 국가차원의 정책이나 방향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각 

실행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교

육 ODA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한국교육 개발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개도국의 교육과학기술 정책 등을 집중 지원할 것

을 밝히고, 이를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 할 것이라

고 명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KOICA는 교육을 5대 중점지원 분

야17) 중 하나로 설정하고(한국국제협력단, 2010b), 홈페이지와 

‘2008~2010년도 교육분야 중기전략’, 교육분야 중장기전략(2011~2015)' 등

을 통해 교육분야 지원정책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KOICA에 초점을 

맞춰 교육 ODA의 비전과 기본방향, 사업목표, 지원 전략에 대해 살펴보

17) KOICA는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를 5개 중점분야로 설정하고, 환경, 여성,

인권, ICT를 범분야로 설정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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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개도국 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

추진

전략
- 제도적 역량강화 인적자원개발 시설확충

사업

목표
-

기초교육기회 확대 

(Goal 1)
-

직업훈련기반 구축 

(Goal 2)
-

고등교육환경 개선 

(Goal 3)

▲ ▲ ▲

목적

-

기초교육시설 확충 기능인력 양성 교육시설 확충

세부

목표

Ÿ 학교분포도 작성

Ÿ 학교건립 및 교실증설

Ÿ 부속시설(교사실, 과학실, 

급수시설 및 화장실 등) 

설치

Ÿ 과학실험 및 실습장비 지

원

Ÿ 문해교육시설 건축

Ÿ 중점양성분야 선정

Ÿ 직업훈련시설 건립

Ÿ 훈련기가재 및 장비 지

원

Ÿ 컴퓨터 실습실 증가

Ÿ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교육실시

Ÿ 자동화실습기기 지원

목적

-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 양질의 직업훈련 제공 고등교육기술 전수

세부

목표

Ÿ 교사양성기관 설립

Ÿ 교과과정 개발

Ÿ 교과서 개발 및 보급

Ÿ 학생중심 교수·학습방법 

개발

Ÿ 직훈교사 양성과정 체

계 수립

Ÿ 교과과정 및 교재개발

Ÿ 고용정보시스템 및 진

로지도 시스템 도입

Ÿ 기관별 운영계획 수립 

자문

Ÿ 고등교육정책 수립

Ÿ 고등교육모델기관 수립

Ÿ 인재양성을 위한 자학

금 및 유학기회 제공

Ÿ 고등교육서비스수출 정

책 지원

목적

-

교육정책·제도 수립 자격검정제도 수립

세부

목표

Ÿ 교육발전전략 수립

Ÿ 교육행정제도 개선

Ÿ 교육재정 확보

Ÿ 교육통계시스템 구축·관리

Ÿ 자격제도 구축

Ÿ 검정기관 서립

Ÿ 문제은행 시스템 및 

CBT 검정기반 구축

도록 한다.

KOICA의 교육 ODA 정책은 전반적인 비전 아래 기초교육, 직업훈련,

고등교육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업목표와 세부목표를 제시한다. 이를 도

식화하면 [그림 2-7]과 같다.

[그림 2-7] KOICA 교육 ODA 추진방향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2007).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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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는 교육 ODA의 비전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을 제시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07). 이것은 KOICA가 ‘교

육 ODA’에서의 ‘교육’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KOICA가 

제시하는 비전에 따르면, 교육은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로 

정의되며, 이 방향에서 교육 ODA 사업을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전과 더불어, KOICA는 교육 ODA의 두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제도·정책, 인력양성, 시설을 중점적으로 지

원한다는 것, 둘째, 아프리카는 기초교육, 아시아 및 중남미지역은 직업

훈련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18) 이 두 가지 기본방향은 

KOICA가 교육 ODA를 위해 어떤 분야와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자 하는지를 드러낸다.

첫 번째 기본방향은 KOICA가 교육 ODA에서 정책구축, 교사 및 행정

인력 등의 인력양성, 교육시설 개선에 집중하고자 함을 드러낸다. 즉, 교

육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교육의 원활한 전달을 위한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수 교사 및 행정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수요에 부

응하는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시설 및 훈련기자재 확충을 통해 교

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본방향은 지역별 중점분야

에 대해 언급한다. 아프리카 및 최빈국에 대해서는 기초교육을 중점적으

로 지원하는 반면 기초산업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기능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직업훈련제도와 시설을 지원하는 방향을 꾀한다.

그리고 기초교육 및 산업기반을 구축한 국가를 대상으로는 고등교육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KOICA는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2008~2010년도 교육분야 중기전략을 

통해 세 가지 사업목표를 밝힌다(한국국제협력단, 2007). 첫째, 기초교육

기회의 확대, 둘째, 직업훈련기반 구축, 셋째, 고등교육환경 개선이다. 이

러한 세 가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기초교육의 세부목표는, 기초교육시설의 확충, 교수·학습의 질적 

18) http://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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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교육정책·제도수립으로 정리된다. 즉,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를 건립하고 교실을 증설하고자 하며, 기초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교사양성기관을 설립하거나 교과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교육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교육정책·제도수립에 대한 

목표를 세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다.

'2008~2010년도 교육분야 중기전략'에 이어 KOICA는 2010년 ‘교육분

야 중장기전략(2011~2015)’을 수립하였다. 비전은 이전과 동일하게 ‘개도

국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발전 달성’으로 유지

된다. 3대 추진전략으로는 ① 교육에 대한 접근성(Access) 제고, ② 교육

의 질(Quality) 개선, ③ 교육 제도 및 정책개선을 통한 관리 시스템 개

선을 명시하였다. 이전의 추진전략과 비교해 볼 때, 접근성 제고, 제도 

및 정책개선에 대한 전략은 동일하게 이어지며, 인적자원개발 대신 ‘교

육의 질 개선’의 전략으로 변경되었다. 3대 전략아래 사업목표로는 ①

개도국의 잠재력 발현 및 실제 수요에 따른 기술인력 양성, ② 기초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교육기회 확대, ③ 개도국 경제·사

회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인력 육성

이다. 이 중 기초교육기회 확대정책과 관련하여서는 ① 기초교육 시설 

확충, ②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 ③ 교육발전 정책, 제도 자문을 3대 세

부 목표로 설정하였다(윤종혁·김재욱, 2011).

이상의 교육 지원 정책을 종합해 보면, KOICA는 교육을 통한 개발도

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도적 역량강

화’, ‘인적자원개발’, ‘시설확충’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운다. 최근 추진전략

으로 ‘교육의 질 개선’이 추가된 것을 보면, KOICA가 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

다.

기초교육분야의 목표는 2008년도 중기정책과 2010년에 수립된 계획에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초교육시설 확충,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 교육정

책·제도 수립'의 세 가지 목표는 KOICA가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하드웨

어 중심의 사업뿐만 아니라 교사양성, 교과서 개발 등을 통한 소프트웨



- 33 -

어 중심의 개발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2. 일본 교육 ODA 정책  

1) 일본 ODA 정책 

일본이 국가적 차원의 명시적 ODA 정책을 제시한 것은 1991년 가이

후 총리가 발표한 ODA 4대 지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박홍영, 2010).19)

이후 1992년  ODA 헌장이 각의에서 결정되어 일본 ODA의 장기적 관

점과 목적, 정책이 발표되었다. 1992년에 작성된 ODA 헌장은 그 후로 

수정작업을 거쳐, 2003년 개정된 ODA 헌장이 발표되었다(MOFA, 2003).

일본은 ODA 헌장 아래, ODA 중기정책과 국가별 원조정책, 분야별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ODA 헌장을 토대로 중기정책, 국가별 및 분

야별 정책을 수립하여 ODA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림 

2-8]은 이러한 일본 ODA 정책의 틀을 보여준다.

[그림 2-8] 일본 ODA 정책 틀 

자료: 외무성 홈페이지20)

19) ODA 4대 지침은 1) 군사지출, 2) 대량파괴무기·미사일의 개발·제조, 3) 무기의 수출입 동향, 4)

민주화 촉진과 시장지향형 경제도입의 노력 및 기본적 인권보장 등의 상황에 주위를 기울이며 
ODA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박홍영, 2010).

20) www.mofa.go.jp/mofaj/gaiko/oda/about/seisaku/wakugum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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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ODA 헌장을 통해 ODA의 목적과 우선순위, 중점과제와 중점

지역, 원조의 원칙 등을 밝힌다. ODA 헌장(MOFA, 2003)에 따르면, 일

본의 ODA 목적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일

본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이 제시하는 ODA 목

적을 살펴보면, 국제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일본과 국제사회의 관계에 

주목하여 일본이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적 아래 5가지 기본방침을 표방한다. 개발도상국의 자주적 

노력지원, 인간 안보(Human Security)21), 공정성 확보, 일본의 경험과 지

식 활용, 국제사회와 협조가 그것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거버넌

스(Good Governance)를 기반으로 ODA를 지원하며, 분쟁과 재해, 전염

병에 대한 인간의 안전보장 측면에 주목함을 의미한다. 또한 ODA 정책 

입안과 실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 내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일본의 경제·사회발전 경험, 기술과 지식, 인력, 제도를 활용하여 개발도

상국의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와 연계를 추

진하며, 국제기구의 운영에서도 일본의 정책을 적절히 반영시켜 나가도

록 함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이상의 목적과 기본방침에 따라 일본은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성장, 지

구적 규모의 문제에 대한 대응, 평화 구축을 4가지 중심과제로 설정하였

다. 빈곤퇴치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개발목표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교

육, 의료, 복지 ,위생, 농업 등의 분야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간개발, 사

회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

여, 경제사회기반 정비뿐만 아니라 정책입안, 인재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

이고자 한다. 지구적 규모의 문제에 대해서는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

인구, 식량, 에너지, 재해, 테러, 마약 등의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적 규범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힌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일본은 이상의 4가지 중심과제

21) UNDP(1994)의 정의에 의하면, 인간안보란 경제안보, 식량안보, 보건안보, 환경안보, 개인적 안
보, 공동체 안보, 정치적 안보의 7가지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이 겪는 다양한 위협들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개념이다.



- 35 -

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지속적인 성장, 환경, 테러 등의 세계적 

문제해결, 평화구축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일본의 경제협

력과 평화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점지역은 일본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일본의 안전과 번영에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경제 사회상황의 다양성, 원조 수요의 변화를 고려하고자 한다. 특히, 동

아시아지역과는 경제 연계 강화를 고려하여 ODA를 활용하고, 동남아시

아 지역은 빈곤인구를 고려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민주화나 시장경

제 정책에 대한 노력을 지원한다. 그 외 지역인 아프리카는 자구적 노력

을 위해 지원하고, 중동은 사회적 안정과 평화정착에 중남미는 지역 내 

격차를 배려한 지원을 하고자 한다.

일본은 이상의 ODA 헌장을 토대로 ODA 중기 정책을 마련하였다.

ODA 중기 전략은 ODA 헌장을 실현하기 위한 원동력이자, 국별 전략을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 중기 정책에는 ODA 헌장의 4 가지 중심과제에 

대한 대응, 평화 구축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효율적이

고 효과적인 ODA 실행을 위하여 ODA 정책 입안 및 실행체계를 강화

하고, 현장 수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취들을 명시하였다.

일본은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원국의 국가별 지원정책

을 수립하였다. 국가별 지원 정책은 ODA 헌장에 기초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중점지원국을 선택하여 밝힌다.22) 또한, 해당 국가의 현재 상황과 

발전문제, 개발계획과 국가의 전략, 국가에 대한 일본의 경제 협력의 의

의, 일본의 경제 협력 목표, 우선순위 지역과 이슈, 구현 단계에서 고려

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분야별 정책은 ODA 헌장의 4가지 중심과제 아래 세부 10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정책을 제시하며, [표 2-1]과 같다.

22) 일본은 5가지 기준에 따라 중점지역을 선택한다. 원조금액, 전략적 중요성(일본 ODA 총액, 제
도의 의해 할당된 자원의 균형), 국제 개발문제와의 관계(국제 시장, 일본과의 투자 및 무역관
계, 수원국의 정치·경제적 역할), 지역 균형(아시아에 우선순위를 투입하며 지역균형 고려), 새
로운 동향(원조 조정의 동향 등)의 5가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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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과제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성장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대응
평과구축

세부 

분야

Ÿ 교육

Ÿ 보건·인구

Ÿ 물과 위생

Ÿ 농업·농촌개발

Ÿ 인프라

Ÿ ICT

Ÿ 환경

Ÿ 에너지

Ÿ 방재

Ÿ 분쟁과 

개발

[표 2-1] 일본 ODA의 세부분야 목록 

자료: 외무성 홈페이지23)

2) 일본 교육 ODA 정책  

일본은 빈곤퇴치와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교육’을 

제시한다. ODA 헌장(MOFA, 2003)과 ODA 중기정책(JICA, 2005)은 빈곤

퇴치와 인간안보의 핵심요소로 교육을 언급하며, 교육 ODA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빈곤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중요한 개발 목표이며, 또한 국제사회에서 

테러 등 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이나 의료·복

지, 물과 위생, 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중시하고 개발도상국의 인간 개

발, 사회개발을 지원한다(MOFA, 2003).”24)

“사람들을 원조 대상으로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회 개발 담당자로 파악하

고 자립을 향한 능력 강화를 중시한다. 특히 사람들에게 보호, 보건, ‘교육’

등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분만 아니라,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생계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바지하는 제도, 정

책을 정비하여 사람들의 자립을 지원한다(JICA, 2005).”25)

일본 교육 ODA 정책은 199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윤종

23) www.mofa.go.jp/mofaj/gaiko/oda/bunya/index.html

24) ODA 헌장(MOFA, 2003)을 번역하여 작성한 것이며, ‘교육’은 글쓴이가 강조하여 표시한 것이
다.

25) ODA 중기 정책(JICA, 2004)을 번역한 것이며, ‘교육’은 글쓴이가 강조하여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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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김재욱, 2011). 1990년대 이전까지 일본의 교육 ODA는 전문가 파견,

장학생 초청, 교육기자재 지원과 같은 고등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좀티엔의 ‘만인교육(EFA)달성’ 선언을 계기

로 각종 연구를 추진하여,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ODA의 

방향을 전환하였다(윤종혁·김재욱, 2011).

실제로 일본은 1999년 ODA 중기정책을 통해 기초교육을 중점과제 중 

하나로 명시하며 ‘기초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발맞춰 2002년에는 기초교육 지원을 강조하면

서 성장을 위한 기초교육 정책(Basic Education for Growth Initiative,

이하 BEGIN)을 출범시켰다.

BEGIN은 2002년 캐나다 카나나스키(Kananaskis)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일본의 기초교육 ODA 전략이다. BEGIN에는 2002년부터 5년간 2,500억 

엔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것이 명시되어있다. 일본정부는 BEGIN의 중

점분야로 ‘기회 확대’, ‘질 제고’, ‘관리’를 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 건축, 기자재 지원,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등의 전략을 제시하며 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

라 교육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학교를 건설하여, 여아의 교

육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중점분야인 교육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학, 과학 교사양성,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지원, 학교관리와 운영기술 지원 등을 전략으로 포함하였다. 마지막 교육

의 ‘관리’ 측면에서는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행정 

시스템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교육 ODA전략과 더불어, JICA는 기초교육분야 지원을 위한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초교육 ODA의 우선분야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JICA, 2005). 기초교육 지원 가이드라인(JICA, 2005)에 의하면, JICA는 5

가지 중점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할 것을 밝힌다. 첫째, 초·중등학교의 취

학률 향상, 둘째,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improvement of quality), 셋째,

성불평등 타파, 넷째, 비형식교육장려, 다섯째, 교육의 관리(education

management)측면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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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섯 가지 중점분야를 위한 전략도 제시한다. JICA는 초·중등학교

의 취학률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를 건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정의 인식을 바꾸는 것에 주목한다. 즉,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

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학부모와 아동을 고려하여 이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의 수를 늘리고 교사교육, 교육과정개발, 교과서와 교수법 매뉴얼 작

성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수학과 과학과목에서 일본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문화와 언어장벽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판단

하여 이 두 과목에 집중하여 질 제고에 힘쓸 것을 밝힌다. 성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비형식교육과 형식교육의 두 접근을 통해서 노력하

며, 여성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와 가정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할 것을 제안한다. 비형식 교육은 기초교육의 중도탈락자가 다시 교

육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학교운

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운영자와 지역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학교운

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 제시한다.

한편, 일본은 2008년 “사람을 위한 교육-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인재 

육성”에 대한 정책 연설에서도 일본의 교육 ODA에 대한 정책을 표명하

였다. 고무라(高村) 외무대신의 연설에 의하면, 기초교육을 중시하되, 양

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를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초교육을 넘어서 중·고등교육과 직업교육에도 포괄적으로 지원해

야 한다고 밝힌다. 또한 교육개발을 위하여 지역사회가 학교 운영에 참

여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지역사회의 참여와 함께 국내외 기관의 협력을 

장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6) 2008년의 고무라 정책 연설은,

기존 BEGIN정책의 연장선에서 기초교육의 기회확대와 질적 제고를 언

급하면서도, 중·고등교육과 직업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

에서 변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장려하며 수원국의 오너십 

측면을 고려하고 통합적인 개발을 추구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26) http://www.mofa.go.jp/mofaj/press/enzetsu/20/ekmr_04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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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 중·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의 전 분야 강조,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한 개발 등의 이슈는 최근 발표한 ‘2011-2015년도 교육협력 

정책(MOFA, 2010)’에서도 이어진다. 2011-2015 교육협력 정책(MOFA,

2010)에 따르면, 아동들의 초등교육 취학률이 높아지면서 후속교육(중·고

등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후속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해서도 총체적(holistic approach)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만민교육 달성을 위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의에 부응하여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모두를 위한 학교

(School for All)'모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밝혔다.

[그림 2-9] 일본의 ‘모두를 위한 학교(School for All)’ 모델 

자료: 윤종혁·김재욱(2011). p.62

'모두를 위한 학교(School for All)'모델은 2004년부터 추진되어오던 것

으로 지역사회 주민이 학교 운영과 개선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젝

트이다. 일본 정부는 2011-2015년 교육협력 정책을 통해 ‘모두를 위한 학

교(School For all)’모델을 중점 모델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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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학교 모델은 [그림 2-9]에서 나타나듯이, 종합적인 학습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5가지 구성 요소를 연계하는 모델이다. 즉, 교육

의 질을 제고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학교 단위의 책임 경영

을 하고, 지역사회에 학교를 개방하며,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전략을 포함

한다.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을 가장 중요한 요소

로 꼽는다. 따라서 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사연수, 교육과 연구,

교과서 및 교재 보급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학생들

의 학교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한 학습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중 화장실, 적정 크기의 교실, 내진구조의 교실 

등을 설치하는 노력을 꾀한다. 뿐만 아니라 급식이나 위생적인 식수를 

공급하는 등 교육과 함께 위생, 보건 등에도 힘써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

습을 도모하도록 한다. 학교의 자립을 위해서는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학교경영 참여를 장려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부분으로서의 

학교를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지역 구성원에게 개방하여 성인 문해교육, 보건교육 등의 역할도 수행해

야 한다고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이외의 영역, 예컨대 가난, 장애,

HIV/AIDS, 분쟁, 아동 노동 등의 영역들을 교육과 연결시켜 포괄적인 

교육을 통해 아동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전략

으로 삼는다.

이 외에도 ‘2011-2015년 교육협력 정책(MOFA, 2010)’은 분쟁과 재난지

역에 교육을 통한 평화와 안보구축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분쟁지역과 

소외된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할 것을 

제시한다.

즉, 최근 JICA의 교육협력 정책(MOFA, 2010)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

된다. 첫째, 기초교육에서의 교육의 질 제고, 둘째,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의 역할에 대한 강조, 셋째, 분쟁 및 재난지역의 교육을 통한 평화와 안

보구축이다.

이상의 일본 교육 ODA의 정책을 종합해 보면, 일본은 MDGs와 EFA



- 41 -

의 성취에 발맞추어 기초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초교육의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를 위하여, 수학과 과

학과목에 초점을 맞춰, 교사연수와 교과서 및 교육과정 개발 등의 구체

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기초교육에 대한 강조와 더

불어 중·고등교육, 직업교육의 총체적 지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교육분야의 총체적 지원뿐만 아니라, 방식에서도 일본

과 해당국가의 지역사회와 국제기구 등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을 

교육 ODA의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다.

제 3 절  한국과 일본의 ODA 추진체제와 정책 비교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ODA의 추진체제와 정책을 토대로, 한국

과 일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1. 추진체제 비교 

한국과 일본의 ODA구조는 2008년을 기점으로 차이가 생겼다. 2008년 

신 JICA로 통합되지 전까지는 한국과 일본 모두 유·무상 원조기관이 나

누어져 진행되었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일본은 추진체제가 통합되어 

JICA에서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을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 반면 한국은 여

전히 유·무상 원조기관이 분리되어 있으며, KOICA는 무상협력과 기술협

력을 담당하고 있다. 즉, 현재는 한국과 일본이 다른 ODA를 구조를 나

타내나 초기에는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

KOICA와 JICA는  두 기관 모두 지원하는 권역별로 부서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KOICA의 경우, 아시아 1부(동남

아시아 1팀, 동남아시아 2팀), 아시아 2부(서남아시아 팀, 중앙아시아 CIS

팀), 아프리카부(동아프리카팀, 서아프리카팀), 중동 중남미부(중남미팀,

중동·아프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JICA는 동남아·대양주 지역, 동·중앙

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중남미 지역, 아프리카, 중동 · 유럽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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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뉘어져 총 6개의 지역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두 기관의 아시아의 

부서가 각각 2개, 3개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을 볼 때, 한국과 일본 

모두 아시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의 유무에서 한국과 일본은 차이를 보인

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KOICA는 정책기획부의 사회개발팀, JICA는 

인간개발부이다. KOICA에서는 사회개발팀에서 교육을 비롯한 보건, 젠

더, 인권 분야를 함께 관장하고 있으며, 기초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별개

로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JICA에는 인간개발

부 아래 기초교육 중심의 2개 과와 고등 및 기술교육과가 설치되어 있

다. 각각의 교육과가 지역부서와 함께 협의하여 교육 ODA 사업을 진행

하는 시스템이다. 즉, JICA에는 기초교육을 전담하는 두 개 과가 설치되

어 있지만, KOICA에는 기초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전담하는 과가 설치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KOICA에 기초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혹은 팀, 과)가 없

는 것은 교육 ODA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재원분배의 한계로 전담부서의 설치가 어

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지역별로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국가 및 지역에 적합한 통합적인 방법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육, 보건, 공공행정 등의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성을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즉, 기초교육을 포함한 교육 ODA를 전문적으로 연구

하고, 사업을 실행할 인력 및 팀이 부재하다는 것은 KOICA와 JICA의 

추진체제상의 차이점인 동시에, 그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2. 교육 ODA 정책 비교  

한국과 일본 모두 유사한 정책 틀을 갖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장기적 

정책 아래, 중기정책과 국별, 분야별 정책을 마련하는 ODA 정책의 틀을 

갖고 있다. 일본은 ODA 헌장, 중기정책, 지원국별 정책, 분야별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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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한국 일본 

ODA

주요 

정책

유사점
Ÿ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Ÿ 국제 활동 강화 

Ÿ 일본의 경험과 지식 활용

Ÿ 국제사회와 협조

차이점
Ÿ 원조 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Ÿ 개발도상국의 자조적 노력지원

Ÿ 공정성 확보

Ÿ 인간 안보(Human Security)

구조로 ODA 정책의 일관성을 꾀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국제개발협

력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별 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

다만, 국가적 정책이 수립된 시기는 다르다. 일본은 ODA 헌장이 1992

년 작성된 후 체계적으로 중장기 전략과 국별 분야별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최근 들어 국가차원의 ODA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ODA 역사가 짧

다는데 기인한다. 일본은 1954년에 ODA를 시작하여(이정, 2010) 1961년 

DAC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에 ODA를 시작한 시점은 1963년으

로 보고 있지만(한국국제협력단, 2008), 2009년 DAC 회원국 가입을 전후

로 ODA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 ODA 역사가 짧

다. 한국의 ODA가 최근에 본격화됨에 따라 ODA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

는 시도가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제시하는 ODA 주요정책기조는 [표 2-2]와 같다. 비교해 

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경험을 활용한 ODA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자국의 개발경험을 적용한 ‘개발협력 콘테츠 개발’

을, 일본은 ‘일본의 경험과 지식활용’을 명시하며 자국의 경험을 ODA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표 2-2] 한국과 일본의 ODA 정책 비교 

자료: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ODA 헌장

(MOFA, 2003)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조한 점 역시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이다. 한국

은 다자원조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 및 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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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한국 일본 

교육 ODA

기본 방향

개도국 경제·사회발전에 필

요한 인적자원개발 

빈곤퇴치와 인간안보의 핵심요소

로서의 ‘교육’

교육 ODA

중점 영역

Ÿ 기초교육의 확대

Ÿ 직업훈련기반 구축

Ÿ 고등교육환경 개선 

Ÿ 기초교육의 질적 향상

Ÿ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직업교육

과 고등교육 지원 

Ÿ 교육을 통한 평화와 안보구축  

기초교육 

ODA 목표

Ÿ 기초교육시설 확충

Ÿ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

Ÿ 교육정책·제도 수립

Ÿ 교육기회 확대

Ÿ 교육의 질 제고

Ÿ 교육의 운영 및 관리능력 개선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한다. 일본 역시 국제기구와 다른 공

여국, NGO, 기업 등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공통된 개발목표를 성취하

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은 분리된 유·무상원조기관이 협력하여 ODA를 실시해야 한

다는 논의 속에서 원조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

책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반면, 일본은 원조시스템에 대한 내용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자주적 노력’과 ‘공정성 확보’, ‘인간안보’ 등 국제사회의 

의제를 반영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자주적 노력’을 중

시하는 정책은 수원국의 건전한 거버넌스를 강조하여, 이에 따라 지원하

겠다는 전략을 의미한다. 공정성 확보는 국가 간, 지역 간, 성별 격차를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를 반영하며, ‘인간안보’는 개인의 안전

과 권리, 인권을 보장하자는 논의와 연관된다. 일본의 ‘인간안보’를 중시

하는 ODA 정책기조는 교육 ODA 정책에서도 이어진다.

이어서, ODA 정책 중 교육 ODA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았다. [표 2-3]은 한국과 일본의 교육 ODA 정책을 기본방향, 중점 영

역, 기초교육 ODA 목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2-3] 한국과 일본의 교육 ODA 정책 비교 

자료: 기초교육 가이드라인(JICA, 2005), 2011-2015 교육협력 정책(MOFA,

2010), 교육분야 중기계획 2008-2010(한국국제협력단, 2007), 외무성 홈페이지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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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ODA 기본방향을 보면, 한국은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만을 강조

한 반면, 일본은 인간안보적 측면 역시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의 인

적자원개발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안전확보, 권리로서의 교육에 

대한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일본은 ‘교육을 통한 

평화와 안보구축’을 교육 ODA의 중심영역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한국은 

‘인권’이나 ‘안보’적 측면보다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측면을 강조하여 

교육 ODA의 방향과 그 중점영역을 설정하였다.

기초교육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목표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교육기회의 확대’와 ‘질적 개선’의 측면을 기초

교육 ODA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정책·제도 수립’역시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교육의 운영 및 관

리 능력 개선’목표와 유사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 목표가 유사한 이유는 국제

사회가 EFA, MDGs 등의 공통된 의제를 공유하여, 이와 연계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기초교육의 접근성 확대’는 MDGs와 EFA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목표이며, ‘질적 제고’의 목표 역시 기초교육의 확대를 넘

어 기초교육의 질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반영한 것으

로 보인다. 세 번째 목표인 ‘교육의 운영과 관리 능력 개선’은 교육의 질

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이자, 수원국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시

된 목표이다(JICA, 2005). 이 목표 역시 수원국의 자립능력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연결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 목표가 유사한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일본의 목표를 차용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그 근거

로, 일본은 각각의 교육 ODA 목표에 대한 이유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

지만(JICA, 2005; MOFA; 2010), 한국의 경우 목표를 제시하는 것 외에 

다른 설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JICA는 기초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수학과 과학 교사교육, 교육과정을 개발 등

의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JICA, 2005). 특히 

수학과 과학과목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본이 두 과목에 대해 비교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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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분야이며, 문화적 영향에 적게 받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초교육 ODA 정책목표와 관련된 논의나 정책문

서, 세부전략에 관한 문건 등을 찾아볼 수 없다.

지금까지의 2장에서는 ODA를 추진하는데 근간이 되는 추진체제와 정

책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종합해 보면 한국과 일본은 추진체제와 정책

의 틀에서 유사함을 보인다. ODA 정책에 대해서는 자국의 경험을 활용

하고자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일본

은 국제사회의 의제를 반영한 의제를 정책기조에 반영하는 반면, 한국은 

원조시스템에 개편을 우선정책으로 내세운다. 교육 ODA 기본 방향에서

는 한국은 인적자원개발을 강조하는 반면, 일본은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빈곤퇴치와 함께 인권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하는 차이를 보인다. 기초교

육 ODA의 목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한국의 경우, 목표를 설정한 근거나 논의를 찾

아볼 수 없으며, 목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데 차이가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추진체제와 정책 틀, 기초교육 ODA에 대한 

정책목표를 공유한다. 그러나 일본은 ODA와 교육 ODA정책에서 ‘인간

안보’, 즉 ‘인권’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그렇다면, 기초교육 ODA의 실행단계에서는 한국과 일본

이 각각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3장과 4장에서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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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초교육 ODA의 규모와 추이 비교 

이 장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의 규

모와 추이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이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교육 ODA와 세부분야별 규모와 경향을 살펴보

았다.

제 1 절 한국 기초교육 ODA의 현황 

1. 한국 교육 ODA의 규모와 경향 

교육 ODA를 포함한 한국 ODA의 본격적 시작은 1987년 EDCF의 설

치와 1991년 KOICA의 설립과 함께 라고 볼 수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0a; 박소영, 2009). 이 글에서는 1987년부터의 한국 ODA 총량과 교육

의 규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3-1]은 198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총 ODA와 교육부분 

ODA의 규모를 보여준다.27) 1987년 한국 ODA의 규모는 2,400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시작하였다. 1995년에 소폭으로 ODA 규모가 상승

하기는 하나 1990년대에 한국 ODA의 규모는 증감을 반복하며, 2001년

에 와서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05년과 2008년을 기점

으로 ODA의 규모는 비교적 급격하게 상승한다. 2005년의 경우 6억 5천

만 달러를 넘어서 국민총소득 (GNI) 대비 0.1%까지 증가하기도 하였으

며, 2008년에는 14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2007년부터 ODA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것은 한국이 OECD DAC 회원국에 가입하기 위하

여 그 규모를 전략적으로 늘린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는 OECD DAC

27) 1994년과 1996년에 해당하는 자료는 OECD로부터 제공되지 않아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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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3번째 국가로 가입하며 증가된 ODA 규모를 유지하였다.28) 2010년

에도 한국의 ODA 총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18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 되

었다.

[그림 3-1] 한국 총 ODA와 교육 ODA 규모 추이29)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통계자료(stats.oecd.org)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OECD DAC의 2010년 DAC 회원국 ODA 실적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ODA 규모는 순지출을 기준으로 11.7억 달러로 23개 DAC 회원

국 중 18위로 나타난다. 이는 2009년 대비 25.7% 증가한 수치로 DAC

28) 2012년 기준 OECD DAC의 회원 국가는 총 23개국으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
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
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 포함된다. 그 외 유럽연합
(EU)도 DAC의 회원에 포함되어 있다.

29) 이 자료는 OECD 통계자료에 근거하며, ODA의 순지출 기준이 아닌, 승인액 기준임을 밝힌다.

ODA 순지출액은 약속된 자금이 수원국이나 수원기관으로 공여된 액수를 말하며, 승인액은 원
조공여 의사를 협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으로 표명한 액수이다. 따라서 ODA 순지출과 승
인액은 차이가 있다. OECD는 분야별 ODA 규모를 승인액 규모로 밝히고 있어, 교육분야 
ODA와 함께 총 ODA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승인액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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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중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ODA/GNI비율은 

2009년에 비해 0.02% 상승하여, 0.12%를 기록하였으나, DAC 회원국 평

균인 0.32%에 크게 못 미치며 DAC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난다. 그러

나 한국은 신규 DAC 회원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에 비해 빠른 ODA 증

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ODA 확대계획에 따라 ODA규모와  

ODA/GNI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0)

교육분야 ODA 역시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며 규모가 

증가하였다. 1990년 한국의 교육 ODA는 1백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미

미한 액수였으나 1991년 2,600만 달러로 약 38배가량 규모가 급격히 증

가한다. 그 후 1992년 1,600만 달러, 1993년 400만 달러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7년에는 1,600만 달러, 1999년에는 4,200만 달러로 

증가한다. 교육 ODA도 총 ODA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2001년 이후로 전

반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2008년에 소폭 감소하긴 하나 2010년까지 

교육 ODA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는 꾸준히 1억 달러 

이상 교육 ODA에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는 교육 ODA의 규모가 급격

히 확대되어 3억 달러를 웃돈다.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교육 ODA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 초기 

교육 ODA 규모가 지나치게 작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박소영, 2009).

즉, 초기의 교육 ODA 규모가 매우 작았기 때문에 규모가 증가함에 따

라 그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림 3-1]의 그래프 기울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ODA의 증가추

세에 비해 교육 ODA의 증가추이는 증가폭이 크지 않다. 교육 ODA가 

한국의 ODA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3-2]와 같이 구성해 보았다.

30) 2011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제목 : 2010년 우리나라 ODA 규모 DAC 회원국 
중 1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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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총 ODA에서의 교육 ODA 연도별 비율31)

자료: OECD 통계자료(stats.oecd.org)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교육 ODA의 비중 변화를 보면, 그 비율이 일정치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에는 1.93%이고 1991년에는 26.1%로 급증한다. 이는 무

상원조기관인 KOICA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교육 ODA를 시작하였

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0년에는 교육 ODA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총 

ODA의 17.9%를 차지했다. 2010년 DAC 회원국의 교육 ODA 전체평균

이 약 12.2%인 것을 볼 때, DAC 회원국에 비해 한국이 교육 ODA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87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분야 지원 비율은 평균 13.2%이다. 그러나 

교육 ODA의 비율은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최대 27.3%에서 최소 1.9%

까지 큰 폭의 비율을 차지하며 증감을 반복한다. 이렇듯 교육 ODA의 

비중이 일정치 않다는 것은 교육 ODA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나 지원

이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31) 1994년과 1996년에 해당하는 자료는 OECD로부터 제공되지 않아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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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교육 ODA의 분야별 규모와 경향

교육 ODA를 OECD 구분에 따라 교육 수준 미분류, 기초교육, 중등교

육, 고등교육의 분야별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그림 3-3]에서 나타나듯

이 각 분야별 추이는 굉장히 불규칙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교육수준 미분류 분야 모두 급격한 증감을 반복하며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림 3-3] 한국 교육  ODA의 분야별 규모 추이32)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통계자료(stats.oecd.org)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중등교육분야에 가장 많은 지

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99년, 2003년, 2006년, 2008년에는 다

32) OECD는 분야별 ODA의 자료를 1998년도부터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분야별 교육 ODA의 추
이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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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분야에 비해 확연히 차이 나는 규모로 중등교육에 가장 많은 지원이 

투입되었다. [그림 3-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중등교육분야는 비율 면에

서도 대체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1999년에는 교육 

ODA의 대부분인 95.7%가 중등교육에 분배될 정도로 가장 강조되었다.

2010년에는 중등교육의 비율이 32.2%로 비교적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

전히 교육 ODA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1998년부터 2010년

까지 평균적으로 중등교육에 지원된 비율도 4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중등교육은 한국 교육 ODA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 한국 교육  ODA의 분야별 비율 추이 

자료: OECD 통계자료(stats.oecd.org)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교육 수준 미분류 ODA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23.7%로 중등

교육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비율의 추이를 

보면 최소 3.5%에서 최대 55.3%로 매우 불규칙적인 경향을 보인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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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2008년에 7.8%, 2009년에 31%, 2010년에 17.1%로 비율의 변화가 심

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분야는 2005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규모가 

상승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0년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규모 면에

서나 비율 면에서나 급격히 확대되었다. 고등교육은 1998년부터 2010년

까지 교육 수준 미분류 영역과 비슷한 수준인 25.3%가 평균적으로 지원

되었다.

기초교육 ODA는 다른 분야에 비해 눈에 띄게 규모와 비율 면에서 모

두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에서 나타나듯, 기초교육 ODA는 

200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규모로 지원되었다. 1998년부

터 2010년까지 지원된 비율의 평균도 3.9%로 매우 낮다. 2001년과 2008

년에는 기초교육 ODA의 비율이 11%대로 상승하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다. 박소영(2009)은 2001년 기초교육 ODA의 일시적 상승이 

전쟁이나 재해 등의 특별한 계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시행

되었던 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비롯된 일시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라 추정

한다. 또한 2008년 기초교육 지원의 상승세 역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지원으로 일회적으로 지원이 증가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도 있다(유

성상, 2010). 이렇듯 기초교육 ODA는 일시적인 규모의 증가가 있을 뿐,

규모와 비율 면에서 지속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다.

3. KOICA 기초교육 ODA의 규모

KOICA의 기초교육 ODA의 규모는 20년간 약 300배가량 급격히 증

가하였다. [그림 3-5]는 KOICA의 교육 ODA와 기초교육부문의 지원 규

모와 그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KOICA 기초교육 ODA의 증가폭이 큰 

것은 초기 기초교육 ODA에 대한 지원이 미미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림 3-5]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 ODA에 비해 기초교육 ODA의 규모

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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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KOICA 교육 ODA와 기초교육 ODA의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33)

자료: KOICA 통계자료(stat.koica.go.kr)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비율로 살펴보아도, 1991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  ODA 중 기초교육에 

지원된 비율은 평균 6.6%에 불과하며, 그 비율의 추이도 일정치 않다.

[그림 3-6]에서 볼 수 있듯이, 최소 0.79%에서 최대 29.08%로 급격한 차이

를 보인다. 지속적으로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비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

다가 2000년에 30%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기초교육에 대한 규

모가 증가했다고 보기보다는 전체 교육 ODA의 규모가 감소하여 상대적

으로 기초교육 ODA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33) 이 자료는 KOICA의 통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된 것이다. KOICA 통계 
사이트는 2008년의 기초교육 ODA 중 해외봉사 부문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11

유네스코 정책연구 보고서의 기초교육 ODA 분석 및 향후 방향 설정(윤종혁·김재욱, 2011)에 
따르면 기초교육 ODA에 해외봉사를 포함시켰으나 무엇을 기준으로 기초교육 부문 해외봉사단
으로 구분하였는지 정확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KOICA가 제공하
는 해외봉사단의 세부항목 정보를 토대로, OECD 기초교육기준에 따라 2008년 기초교육부문 
해외봉사단의 통계수치를 추산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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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KOICA 기초교육 ODA 규모와 비율 

자료: KOICA 통계자료(stat.koica.go.kr)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2005년을 기점으로 기초교육 ODA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100만 달러

를 웃돌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KOICA 교육분야 평가보고서(2008)

에 따르면 2005년에 기초교육분야 사업이 늘어난 요인을 한국 UN 평화

유지군이 파견되어 있는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 시범학교(초등학교)를 설

립하는데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KOICA통계청은 이라크 시범학교 설립을 기초교육이 아닌 교육일반의 

범주에 분류하기 때문에 이는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34)

한편, 2007년의 경우에는 기초교육 ODA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이는 2007년부터 지원국가의 수가 크게 증가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9년, 2010년에 급격히 기초교육 ODA가 

증가한 것은 지원국가의 수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형태의 

34) KOICA의 교육분야 지원사업 분야별 평가보고서(2008)는 2005년에 기초교육분야 프로젝트 2건
에 약 1,080만 달라가 투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KOICA가 제공하는 통계자료와 일
치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KOICA 통계사이트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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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증가한 데서 기인한다. 이에 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

록 하겠다.

이상의 한국 교육 ODA를 종합해 보면, 교육 ODA의 규모는 점차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나, 총 ODA의 규모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다. 분야별 

교육 ODA에서도 각 분야별로 일관적인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는 교육 ODA가 체계적인 방향과 목표가 없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기초교육분야는 교육 ODA 내에서도 규모가 매우 미미한 실정

이며, 그 비율도 일정치 않다. KOICA의 경우에도 기초교육 ODA는 전

체 교육 ODA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 2 절 일본 기초교육 ODA의 현황 

1. 일본 교육 ODA의 규모와 경향 

일본의 ODA는 1954년 콜롬보 플랜(Coombo Plan: 개발도상국 원조를 

위한 국가기관의 하나)에 가입하면서 시작되었다(이정, 2010). 그러나 

OECD가 제시하는 교육 ODA의 통계자료는 1971년부터 존재하기 때문

에, 이 글에서는 1971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림3-7]은 1971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의 총 ODA와 교육 ODA의 

규모 추이를 나타낸다. 일본의 총 ODA는 지속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점차 그 규모가 증가하였다. 특히 1986년부터 1988년까

지 급격하게 ODA 규모가 증가하여, 2년 동안 그 규모가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35) 이 시기 일본의 ODA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당

시 일본이 의도적으로 ODA에 주력하였음을 나타낸다. 박홍영(2010)에 

의하면 1977년부터 1988년까지는 일본이 ODA를 계획적으로 확충했던 

시기로, 여러 차례의 중기 목표에 의해 ODA의 양적 확대를 도모하였다

(박홍영, 2010). 즉, 1980년대 후반 당시 일본의 ODA가 눈에 띄게 증가

35) 1986년 총 ODA는 4075.61 백만 달러, 1987년에는 7342.64백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약 1.7배 
증가하였다. 1988년도에는 12325.76백만 달러로, 이는 1986년도에 비해 2.8배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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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일본이 ODA에 정책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2장에서 살펴본 1991년 ODA 4대 지침, 1992년 발표된 ODA 헌장

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3-7] 일본의 총 ODA와 교육 ODA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36)

자료: OECD 통계자료(stats.oecd.org)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1989년에는 ODA 규모가 급감하였으나 그 후 꾸준히 증감을 반복하며,

1990년대 이후 200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100억 달러이상을 ODA에 

투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 ODA는 일정한 경향성을 띄지 않으나,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ODA 규모는 점차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교육 ODA 규모 역시 총 ODA 추이와 마찬가지로 증감을 반

복하는 추세를 보인다. 총 ODA와 함께 1980년대 후반 교육 ODA의 규

모도 이전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전체 ODA 증가폭

에는 크게 못 미친다. 1995년에는 교육 ODA에 약 16억 달러가 투입되

어 가장 많은 규모가 지원된 것으로 타나나는데, 이는 당시 총 ODA의 

36) 이 자료는 OECD 통계자료에 근거하며, 한국자료와 동일하게 ODA의 순지출 기준이 아닌, 승
인액 기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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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증가하며 이에 맞춰 교육 ODA도 가장 많은 규모가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1995년 이후로 교육 ODA의 규모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나, 평균적으로 9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

지 DAC 회원국의 교육 ODA 평균이 약 3.5억 달러이고 일본이 8.9억 

달러인 것을 볼 때, 일본의 교육 ODA 규모는 DAC 회원국 평균을 훨씬 

넘어선다.

[그림3-8] 일본의 교육 ODA와 그 외 ODA 비율 추이

자료: OECD 통계자료(stats.oecd.org)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한편, 1971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의 교육 ODA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

펴보면, 최소 0.9%에서 최대 10% 범위 내에서 변화한다. 시기별로 나눠

보면, ODA의 초기 시점인 1970년대에는 2.8%로 교육 ODA에 낮은 비중

을 보였고, 1980년대에는 5.2%, 1990년대에는 6.8%로 교육 ODA의 비중

은 점차 증가하였다. 2000년대에는 1990년대와 비슷한 6.3% 정도의 비중

을 차지한다. 즉, 시기별로 일본 전체 ODA에서 교육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 15년간 평균은 

6.5%로 비율 면에서는 다른 DAC 회원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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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교육 ODA의 분야별 규모와 경향 

[그림 3-9]는 일본의 교육 ODA를 분야별로 나누어 그 규모를 살펴본 

것이다. 기초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 수준 미분류 모두 일정한 경

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고등교육과 교육 수준 미분류 영역은 큰 

폭으로 변화하는 반면, 기초교육과 중등교육은 비교적 규모의 변화가 크

지 않다. 특히 고등교육의 규모 변화는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이는데, 이

는 교육 ODA의 규모추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고등교육 ODA

의 규모가 가장 커서 교육 ODA 추이에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이다.

[그림 3-9] 일본 교육수준 미분류 기초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ODA규모38)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통계자료(stats.oecd.org)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37) 1995년부터 2010년까지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DAC 회원국의 평균은 11.43%이다. 그리스
는 23.2%, 뉴질랜드는 24.15%로 많은 비중을 교육 ODA에 투입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벨기에
(11.3%), 프랑스(16.5%), 독일(12.9%), 아일랜드(13.3%), 포프투갈(17.3%) 등도 교육 ODA 많은 
비중을 싣고 있다.

38) OECD는 일본의 분야별 교육 ODA에 관한 통계자료를 1995년부터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분야별(기초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 수준 미분류) ODA의 합
이 총 교육 ODA 규모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료
는 신뢰롭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1년부터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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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듯, 일본 교육 ODA에서 가장 강조되어

온 분야는 고등교육 분야이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고등교육에 지원

된 비율은 평균 5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한다. 규모 면에서도 다른 분야와 비교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한다. [그림 3-10]에서 나타나듯, 특히 2002년에서 2004년

까지는 60%를 웃도는 비중을 차지하며, 고등교육에 집중적으로 지원하

였다. 2007년부터는 그 비중이 비교적 줄어 49.8%, 46.5%, 48.5%로 감소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렇듯 일

본은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ODA에 집중적인 지원하고 있다.

[그림 3-10] 일본 교육수준 미분류 기초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ODA 비율

자료: OECD 통계자료(stats.oecd.org)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중등교육은 일본 교육 ODA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한국은 중등교육에 평균 47.1%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지원하는 반면, 일

본은 평균적으로 7.9%를 중등교육 ODA에 투입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2001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10%

미만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규모 면에서도 큰 폭의 변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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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꾸준히 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 수준 미분류 분야는 고등교육 다음으로 일본이 집중하고 있는 교

육 ODA분야이다. 이 분야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0년

간 평균 23.8%가 지원되었다.

기초교육 ODA에는 평균 13%가 지원되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였으나 2005년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다.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10% 이상 기초교육분야에 지원하고 있

다.

이상의 일본 교육 ODA를 종합해보면, 일본의 교육 ODA 규모는 증감

을 반복하며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나, 총 ODA 중 5-6%의 비중을 

차지할 뿐 미미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고등교육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

원하고 있다. 기초교육분야에는 꾸준히 10-15%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 ODA 정책이 기초교육을 강조하는데 반해, 실제 지원되고 

있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각 분야별 교육 ODA가 차지

하는 비중이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 특징적이다.

3. JICA 기초교육 ODA의 규모

JICA는 ‘인간개발’이라는 영역 아래 교육 ODA를 실시하고 있다. 인간

개발에는 교육 외에도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39)

또한 JICA는 교육을 기초교육, 산업기술교육 직업훈련, 고등교육으로 구

분하고 있다. JICA의 교육분야 협력은 1970년대부터 진행되었다. 1990년 

이전까지는 직업훈련과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1990년대 이

후 ‘만민교육(EFA)’선언에 따라, 기초교육 ODA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39) JICA는 ‘인간개발’의 항목으로 사업규모를 외부에 공개하기 때문에, 교육 ODA와 기초교육 
ODA의 사업규모를 따로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Yoshida(2009)가 작성한 
UNESCO EFA GMR(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문서를 토대로 JICA의 기초
교육 ODA 규모를 살펴보겠다.



- 62 -

[그림 3-11]은 JICA가 실시한 기초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기타 교육 

ODA의 규모 추이를 나타낸다. 1997년 약 50억 엔이었던 것이, 2000년을 

기점으로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이 점차 증가하여 2002년에는 거의 120억 

엔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교육분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기초교육 ODA에 중점적으로 지원

하였다. 이는 EFA와 MDGs에서 강조하는 기초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적

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3-11] JICA의 교육 ODA의 기술협력 규모 추이 (단위: 십억 엔)

자료: JICA(2008), Yoshida(2009) 재인용. p.17

비율 면에서도 JICA의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은 점차 증가하였다. 2000

년까지 직업교육에 대한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면, 2000년 이후로는 

직업교육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며 기초교육 ODA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

였다. [그림 3-12]에서 나타나듯,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06년에는 약 

50%에 가까운 비중이 기초교육에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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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JICA의 교육 ODA의 기술협력 비율 추이

자료: JICA(2008), Yoshida(2009) 재인용. p.17

전술하였듯이, 2008년 이전 JICA는 일본 ODA 중 기술협력을 담당하

던 기관이다. 따라서 위에 제시하는 자료는 일본 전체 교육 ODA의 경

향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림 3-9]와 [그림 3-10]의 일본 전체 교육 

ODA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인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

간 동안 일본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등교육에 치중하였던 반면에, JICA는 

주로 기초교육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일본의 기초교육 ODA

가 주로 JICA에서 진행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2006년의 경

우, OECD가 제공하는 일본 기초교육 ODA의 규모가 약 117억 엔40)일 

때 JICA에서 실행한 기초교육 ODA 규모가 약 100억 엔이므로 일본의 

기초교육 ODA는 대부분 JICA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상의 일본 교육 ODA를 종합해 보면, 교육 ODA의 비중은 총 ODA

의 약 6%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크지 않으며, 그 중 고등교육에 가장 집

중하여 지원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기초교육에는 평균적으로 13% 정도 

40) OECD에 의하면 2006년 일본 기초교육 ODA의 규모는 약 1.01억 달러(101.08 million USD)이
며, 2006년 OECD DAC 환율116.3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약 117억 엔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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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였으며, 그 비중이 10%이상으로 꾸준히 유지된다. BEGIN 등의 기

초교육을 강조한 일본 교육 ODA를 고려해 볼 때 실제로는 그만큼 중점

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기초교육은 일본에서 꾸준히 

지원되어온 분야이긴 하지만 가장 강조된 영역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일본 교육 ODA정책이 기초교육을 강조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상이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이 꾸준히 유지된다는 것은 

일본이 일관된 정책기조를 갖고 기초교육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JICA는 일본 전체의 경향에 비해, 기초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

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 3 절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 규모와 추이 비교

1. 교육 ODA의 규모와 비율 비교 

앞에서 살펴본 한국과 일본의 교육 ODA 규모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일본의 교육 ODA 규모가 한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3-13]에서 나타나듯이, 198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교육 ODA 규모는 꾸준히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규모의 차이는 여전히 크지만 그 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씩 작아진다. 1987년에는 일본 교육 ODA 규모가 약 374배에 달하지만,

2000년에는 50배, 2005년에는 16배로 줄어, 2010년에는 3배 정도의 차이

로 줄어들었다. 즉, 한국과 일본의 교육 ODA의 규모의 차이는 점차 줄

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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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한국과 일본의 교육 ODA 규모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OECD 통계자료(stats.oecd.org)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3-14] 한국과 일본의 총 ODA 대비 교육 ODA 비율 비교   (단위 : %)

자료: OECD 통계자료(stats.oecd.org)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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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ODA에 지원하고 있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많

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8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은 

평균적으로 13.2%를 지원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일본은 6.5%를 교육 

ODA에 투입하였다. [그림 3-14]에서 알 수 있듯이 1987년, 1995년을 제

외하고는 한국이 일본에 비하여 교육 ODA에 더 많은 비율을 지원하고 

있다.

즉, 한국이 일본에 비해 교육 ODA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지원하고 있지

만, 규모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전체 ODA

규모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7년 한국의 ODA

규모는 약 24백만 달러인데 비해 일본은 7,343백만 달러로 약 304배의 

차이를 보였다. 점차 그 차이는 2000년 약 54배, 2005년 약 26배로 줄어

드는 추세이나, 2010년에도 약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한국과 

일본의 총 ODA 규모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2. 기초교육 ODA의 규모와 비율 비교 

[그림 3-15]는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 규모를 보여준다. 교육 

ODA와 마찬가지로, 기초교육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규모는 상당한 차이

를 나타낸다. 특히 2004년에는 일본의 기초교육 지원액이 한국에 비해 

약 506배의 상당한 규모의 차이를 보인다. 그 정도는 시간에 따라 2005

년 142배, 2007년에는 21배로 줄어, 2010년에는 6배로 감소하였다.

기초교육 지원액이 이토록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육 ODA 규

모에서 한국과 일본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

초교육에 대한 지원비중의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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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 규모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OECD 통계자료(stats.oecd.org)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3-16] 한국과 일본의 교육 ODA 대비 기초교육 ODA 비율 비교 (단위 : %)

자료: OECD 통계자료(stats.oecd.org)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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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의 기초교육 ODA에 대한 비율은 일

본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은 평균적으

로 4%를 기초교육에 지원하였으며, 같은 기간 일본은 13%를 기초교육 

ODA에 투입하였다. 2001년을 제외하고는 일본에 비해 한국의 기초교육 

ODA 지원비율이 매년 낮은 실정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은 일본의 교육 ODA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하는 비중을 살펴볼 때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교육 

ODA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초교육 ODA에 국한

하여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 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율 면에서도 일본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것은 한국

이 일본에 비해 교육 ODA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초

교육에 대한 지원에는 일본에 비해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기초교육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일본의 경우 매년 10% 이상의 꾸준한 비율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

은 지원비율이 일정치 않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KOICA의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은 한국 기초교육 ODA의 경향과 같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

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JICA는 일본 전체의 경향에 비해 기초교육

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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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초교육 ODA 특징 비교 

이 장에서는 기초교육 ODA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KOICA와 JICA의 기초교육 ODA의 현황을 유형별로 나누

어 그 경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역별 기초교육 ODA의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드러내었다.

제 1 절 KOICA의 기초교육 ODA의 현황과 특징   

1. 한국 기초교육 ODA의 사업 유형별 현황  

KOICA는 사업형태를 프로젝트, 물자지원, 긴급원조, 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의료단, 태권도, 해외봉사단, NGO 지원, 국제기구협

력사업 총 11가지로 나누고 있다.41) 이 중에서 기초교육 ODA에서 진행

되고 있는 사업형태는 해외봉사단, 프로젝트, NGO 지원, 물자지원, 연수

생 초청, 전문가 파견으로 총 6가지이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의 20년간 각 사업 유형별 지원 비율을 구성해 

보았다. [그림 4-1]을 보면, 해외봉사단에 51%로 가장 규모의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 프로젝트에 40%에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NGO 지원에는 7%, 그 외 유형에는 미미한 비율로 지원이 이루어 졌다.

물자지원과 연구생 초청은 1%로, 전문가 파견은 2010년에 한 차례 이루

어졌으나, 그 규모 면에서 0%에 가까운 수준이다.

41) 이 분류는 KOICA 통계사이트의 분류에 의한 것이다. KOICA 홈페이지 상에서는 프로젝트,

국내초청연수, 해외봉사단파견, 전문가파견, 해외재난긴급구호, 민관협력사업, 국제기구협력 총 
7가지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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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1991-2010년 KOICA 기초교육 ODA 사업 유형별 지원 비율

자료: KOICA 통계자료(stat.koica.go.kr)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시기별 기초교육 ODA 유형별 추이는 [그림 4-2]에서 나타난다.

KOICA의 기초교육 ODA는 1991년부터 해외봉사단의 유형으로 시작되

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그 규모가 미미하여, [그림 4-2]에는 잘 드

러나지 않으나, 해외봉사단 지원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해외봉사단을 통

한 기초교육 ODA는 20년간 꾸준히 높은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전체 

교육 ODA의 사업유형별 지원 추이를 보면, 해외봉사단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20% 정도의 비율로 지원 되었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같은 시기 기초교육 ODA의 해외봉사단 지원 비율은 79.8%로 전체 교육 

ODA의 비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해외봉사단 유형의 지원비율

이 높고, 이 경향성이 꾸준히 유지된다는 것은 한국 기초교육 ODA의 

독특한 특징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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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KOICA 기초교육 ODA 사업 유형별 지원규모 추이42)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OICA 통계자료(stat.koica.go.kr)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프로젝트 유형은 1998년부터 시작되어, 해외봉사단의 규모를 훨씬 웃

도는 정도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1998년, 기존의 

해외봉사단 중심의 기초교육 ODA가 아닌, 프로젝트 중심의 기초교육 

ODA로 변화하는 듯하다. 1998년 프로젝트에 지원된 비율은 약 94%에 

달하며, 해외봉사단은 5.1%에 불과하다. [그림 4-3]에서 볼 수 있듯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프로젝트 유형이 꾸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다가 

다시 한동안 프로젝트 지원이 한동안 전무해 진다. 그러다 2008년을 기

점으로 다시 프로젝트 지원이 시작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40-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42) 2008년의 해외봉사단 규모는 연구자에 의해 추정된 것이다. KOICA 통계 사이트는 2008년의 

기초교육 ODA 중 해외봉사 부문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OECD 기준에 근거한 기초교

육범주로 해외봉사단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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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KOICA 기초교육 ODA 사업 유형별 비율 추이 

(단위:%)

자료: KOICA 통계자료(stat.koica.go.kr)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사업 유형별 전체적 경향성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대부분 해외봉

사단 파견을 중심으로 기초교육 ODA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 후반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해외봉사단과 프로젝트 중심으로 기초교육 ODA가 

지원되고 있다. 2007년부터는 해외봉사단, 프로젝트 외에 NGO를 지원하

기도 하여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기초교육 ODA가 진행되었다. 최근에

는 물자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초교육 

ODA가 진행되고 있다. 해외봉사단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으며, 프로젝

트의 비중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업 유형별 전체적 경향성에 이어, 해외봉사단, 프로젝트, NGO지원,

그 외 사업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 경향과 특징에 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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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봉사단

해외봉사단은 만 20세 이상 만 62세 이하의 대한국민 국민 중 해당 분

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 선발되며, 파견기간은 2년이다. 파견분야

는 교육을 포함하여 지역개발, 보건의료, 산업 및 에너지, 정보통신, 환경 

및 여성 분야로 나누어진다. 교육분야는 과학교육, 수학교육, 유아교육,

체육교육, 특수교육, 한국어교육, 무용, 미술, 요리, 미용의 세부 분야로 

나누어져있다.

해외봉사단 파견은 기초교육 ODA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유형으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규모

와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4-4]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7년의 해외봉사단 지원 규모가 급증

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에도 유지되고 있다.

[그림 4-4] KOICA 해외 봉사단 지원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OICA 통계자료(stat.koica.go.kr)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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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가 사업명 기간 

건립 

사업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초등학교 1998-1999

과테말라 과테말라 제1아동복지원 건립사업 1998-1999

과테말라 과테말라 제2아동복지원 건립사업 2000

과테말라 과테말라 제3아동복지원 건립사업 2001

니카라과
니카라과 벽지농촌 초등학교 교원주택 건립

사업
1998

중국 중국 도문  제3소학교 건립 1999-2000

몽골 몽골 국립 원거리교육센터 지원사업 2000

해외봉사단이 기초교육 ODA 라는 명목 아래 구체적으로 무슨 지원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단, 세부 사업 명에서 제시된 바에 따

르면, ‘취학전 교육’과 ‘초등교육’, ‘음악·미술 교육’ 등으로 분류되어 있

는 것으로 보아,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활동을 진

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해외봉사단 수기 내용에도, 해당 지역의 교육기관

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고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였고, 그 효과나 평가는 어떠했는지 등 자세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외봉사단이 기초교육 ODA 지원

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술연구, 참여

연구 등을 통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2) 프로젝트 

KOICA는 1998년에 프로젝트성 기초교육 ODA를 시작하여 2010년까

지 총 18개의 기초교육분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총 18개의 사업을 

사업내용에 따라 [표 4-1]과 같이 구분해 보았다.

[표 4-1] KOICA 기초교육 ODA 프로젝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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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중부지역 초등학교 건립사업 2000-2001

라오스 라오스 초등학교  건립사업 2003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마을 초등학교 건립사업 2003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아르시 초등학교 건립사업 2008-2010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아카키 초등학교건

립사업
2010

케냐 케냐 초등학교 건립사업 2008-2009

파라과이
파라과이  취약 아동청소년 재활훈련원 건립

사업
2008-2010

이라크 이라크 아르빌 카스나잔 초등학교 건립사업 2010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특수학교 건립사업 2010-2012

시설 

개선

가나 가나 동부지역 기초교육환경 개선사업 2008-2010

이라크
이라크 바그다드  초중등학교 학교시설 개선

사업
2010

자료: KOICA 통계자료(stat.koica.go.kr)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위 목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16개의 프로젝트가 모두 ‘건립사업’에 

해당하며, 2개의 프로젝트는 ‘시설개선’에 해당한다. 즉, 학교 설립과 시

설개선 모두 하드웨어 지원방식이다. 이는 KOICA가 제시하는 기초교육 

ODA의 목표 중 ‘기초교육시설 확충’에 해당한다. 그 외 사업목표, 즉 교

수·학습의 질적 개선과 교육정책·제도수립에 관한 프로젝트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건립사업의 경우에도 학교를 신·증축하는 것 외에 교육활동이나 

역량강화활동 등의 후속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케

냐의 초등학교 건립사업을 살펴보면, 2년간 3개 지역에 초등학교를 증축 

및 신축하였을 뿐, 그 외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은 진행되지 않았다(한국

국제협력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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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가 사업명 기간

교육 

지원

사업

캄보디아
캄보디아 프놈펜  삼무키 부언 도시극빈층 아동 

케어사업
2007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2008

캄보디아 캄보디아 극빈층  아동들 양육 및 교육 2010

몽골 몽골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2007

몽골 울란바타르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2010

[표 4-1]의 프로젝트가 포함하는 기초교육의 범주를 살펴보면, 대부분 

‘초등학교 건립’사업인 것으로 보아 그 대상이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가 제시하는 '기초교육'은 유아교육

과 성인, 청소년의 기초생활기술과 문해교육을 포함되는 것을 고려할 때,

KOICA의 기초교육은 범위가 ‘초등교육’에 치중되어 폭넓은 기초교육 지

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각 프로젝트의 기간은 1-3년 사이로 모두 단기성 프로젝트이다. 이것은 

‘건립 사업’의 특성상 시설을 건축하고 나서, 교육과정이나 운영에 대한 

후속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43)

3) NGO 지원  

NGO 지원은 선정된 NGO가 KOICA의 지원으로 기초교육 ODA 사업

을 실행하는 것이다. NGO 사업형태의 기초교육 ODA는 2007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2007년에 3개, 2008년에 6개, 2007년에 7개, 2010년 11개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총 사업은 25개 진행되었으며, 그 목록은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표 4-2] KOICA 기초교육 ODA NGO 사업 목록 

43) 각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평가를 살펴보기 위해, KOICA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를 열람
하였으나, 대부분 프로젝트의 경우 평가보고서가 작성되어있지 않았으며, 있는 경우에도 건축 
완공식이나 개교 사진으로 평가를 대체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후속사업이 진행되지 않
았음을 실증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짐작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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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 사회문화 교육사업 2007

베트남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2008

베트남 베트남 유치원  교육지원 사업 2009

베트남 교육을 통한  베트남 노동자 삶의 질 개선 사업 2010

짐바브웨 무토코, 치핀지지역 아동 지원사업 2008

타지키스탄 타직 시범  유치원 프로젝트 - 국제 무지개 유치원 2008

방글라데시 빈곤 아동들을  위한 초등교육 지원사업 2009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다카 등 6개 지역 빈곤 아동 초등교

육 지원사업
2010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빈곤층 여성과 아동을 위한 교육 지

원사업
2010

중국 중국 연길지역  아동, 청소년 교육복지사업 2009

중국 중국 연변지역  청소년 심리치료 및 리더십 교육사업 2010

네팔 네팔 분쟁영향지역 아동교육 2009-2010

요르단
요르단내 이라크 난민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긴급 교육 사업
2009

카메룬 카메룬 동부 지역 영, 유아 발달 및 교육 지원사업 2009

스리랑카 시얌발란두와 지역 내 영유아발달 및 교육 향상 사업 2010

스리랑카 스리랑카 아동 교육지원사업 2010

과테말라 과테말라 파띠시아 지역개발사업 2010

건립 

사업
동티모르

동티모르  시민들의 아이덴티티 강화를 위한 시민 의

식 교육 및 테툼어 표준화를 위한 도서관 확장 사업
2009

시설 

개선

르완다 르완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KT) 2010

에티오피아 아디스  케테마지역 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 2008

자료: KOICA 통계자료(stat.koica.go.kr)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NGO 지원은 프로젝트사업과 달리 ‘건립사업’의 형태가 아닌 ‘교육지

원 사업’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 ‘교육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업별로 상이할 것이다. 이는 NGO지원사업의 특성상, KOICA가 다양

한 NGO를 지원하면서 해당 NGO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교육기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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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NGO사업이 

단발적인 ‘건립’사업이 아닌 교육을 위한 활동에 지원되었다는 것은 긍

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지원 사업‘이 KOICA가 제시하는 기초교

육 ODA의 목표인,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이나 교육정책·제도 수립에까

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44) 건립사업과 시설개선

을 통한 하드웨어 지원사업은 3건이 보고된다. 즉, NGO 사업은 프로젝

트에 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NGO사업의 특성상 다

양한 성격과 기능의 NGO를 지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NGO사업은 프로젝트 사업에 비해 기초교육의 범위를 폭넓게 포함한

다. [표 4-2]의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NGO 사업들은 초등 학령기 아

동에 국한하지 않고, 극빈층 아동, 영·유아, 이주여성이나 노동자 등의 

성인, 지역주민 등을 기초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각 사업의 기간은 대부분 1년으로, 한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

년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NGO 사업의 특징이다.

4) 물자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물자지원과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형태의 지원은 그 동안 불규칙

적으로 이루어졌다. 물자지원의 형태로서 지원이 이루어 진 것은 불과 

1998년, 2008년 두 차례 밖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피지의 사무기기를 지

원하거나 UNICEF 아동기금의 고아 및 취학아동 취학지원의 명목으로 

지원되었다. 전문가 파견은 2010년 한 차례에만 지원되었으며 동티모르

에 체육교육의 전문가가 파견된 사례가 유일하다.

연수생 초청은 2006년, 2008년 소규모로 초청하였던 것이 2010년에 그 

규모가 급격히 늘고 초청자의 국적도 다양해졌다. 2006년과 2008년에는 

각각 11명, 16명의 이라크 초등 교사들을 초청하여 연수를 제공하였다.

2010년에는 연수생 초청자의 인원은 29명으로 크게 늘지는 않았으나, 국

가의 수가 22개로 다양해졌다. 2010년의 이 사업은 'UNESCO 초등교육 

44) NGO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각 사업들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
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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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 비율 

아프리카

(총 25개국)

가나, 기니, 니제르, 도미니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

카르, 말라위, 모로코, 모잠비크, 베냉, 부룬ㄷ, 부르키나

파소, 세네갈, 스와질랜드, 에디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탄

자니아, 튀니지

42%

아시아

(총 19개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

시, 베트남, 부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

아, 키리바시, 태국, 투발루,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32%

중남미

(총 8개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13%

동구 및 CIS

(총 4개국)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7%

중동 

(총 3개국)
요르단, 이라크, 팔레스타인 5%

교사양성(2010-2012) 아시아-아프리카 교원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즉, 연수생 초청은 모두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했다.

2. 한국 기초교육 ODA의 지역별 현황  

KOICA는 국가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구 및 CIS 5개 지

역으로 분류한다.45) 1991년부터 2010년까지 기초교육 ODA를 지원한 국

가는 총 59개국이며, 국가 목록은 [표 4-3]과 같다. 총 59개 국가 중 아프

리카 국가가 25개국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아시아 

국가 19개국, 중남미 국가 8개국, 동구 및 CIS 지역 4개국, 중동 3개 국

가로 이루어져 있다.

[표 4-3] 1999년-2010년 기초교육 ODA 지역별 지원국가 및 비율

자료: KOICA 통계자료(stat.koica.go.kr)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45) 5개 지역 외에도 국제기구와 미분류를 지역별 구분에 포함시킨다. 미분류는 행정성경비 및 개
발인식증진 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KOICA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국가를 아시아 지역으로 포함
시켜 구분한다. 이 글에서도 KOICA의 구분에 따라 오세아니아 국가들을 아시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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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국가 수는 아프리카가 가장 많지만, [그림 4-5]의 1991년부터 2010

년까지 투입된 자금의 규모로 보면 아시아에 42%로 가장 높은 비율이 

지원되었다. 그 다음 아프리카에 37%로 많은 비중을 두고 지원하고 있

으며, 중남미는 17%를 차지한다. 그 외 지역은 중동 2%, 동구 및 CIS 지

역 1%의 비율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지원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초교

육 ODA의 중점 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5] KOICA 1999년-2010년 기초교육 ODA 지역별 지원규모 비율

자료: KOICA 통계자료(stat.koica.go.kr)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러나 [표 4-4] 에서 볼 수 있듯 아시아 국가는 1991년부터 2010년까

지 꾸준히 지원되어온 반면, 아프리카는 2001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어 지

원기간이 아시아에 비해 매우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보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하였다는 것은 최근 한국 기초교육 ODA가 

아프리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은 한 국가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최근에 다양한 국가들에게 지원되어 나라 수가 더 많은 경향도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지역의 네팔, 몽골 등은 1990년대 초반부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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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아시아 3 3 2 3 3 2 2 2 2 4

아프리카 - - - - - - - - - -

중남미 - - - - - - - 3 2 2

중동 - - - - - - - 1 1 -

동구 및 CIS - - - - - - - - - -

국제기구 - - - - - - - - - -

총 국가 수 3 3 2 3 3 2 2 6 5 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아시아 4 4 3 7 10 11 12 12 14 19

아프리카 1 1 1 1 3 4 8 10 12 20

중남미 1 1 - 1 1 2 4 6 4 6

중동 - - - - - 1 - 1 1 2

동구 및 CIS - 1 1 - - - 3 2 2 2

국제기구 - - - - - - - (1) - -

총 국가 수 6 7 5 9 14 18 27 31 33 49

근까지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한번 지

원된 국가는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지원규모에 비해 아프리

카 국가보다 국가 수가 적다고 설명할 수 있다.

[표 4-4] 1991-2010년 기초교육 ODA 지역별 국가 수 

자료: KOICA 통계자료(stat.koica.go.kr)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주: 국제기구는 국가 수에 포함하지 않음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별 국가 수를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은 매

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다. 중동과 중남미 국

가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 이고, 2001년에 모로코를 시작으

로 아프리카 국가에 처음 지원하게 되었다. 국가 수는 2-3국가에서 2010

년 49개 국가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가 수가 

미미하게 증가하는데 반면, 2005년 들어서 부터 14개국, 18개국, 27개국

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특히 2010년에는 49개국에 지원하여 상당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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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국가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구 및 CIS 모든 지역의 아울

러 고루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2010년 아프리카 지역

의 지원국가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국가를 추월하였다는 

점이다. 비록 1개 국가 차이이기는 하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이 

2001년부터 1개국 정도 지원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최근 5년 

사이에 아프리카 지원국가 수의 증가는 상당히 급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KOICA 기초교육 ODA 지역별 지원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KOICA 통계자료(stat.koica.go.kr)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국가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아프리카 국가에 투입되는 

금액은 2007년부터 아시아 지역을 증가하였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었지만, 2007년부터는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2008년

부터는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이 아시아를 월등히 추월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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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4-6]을 보면 그 규모의 추이와 차이를 알 수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아프리카 기초교육 ODA에 대한 지원액이 500만 달러를 넘으며 상당한 

규모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규모가 증가한 것

은, 2008년 수립한 교육 ODA 정책과 관련이 깊다. 전술하였듯이,

KOICA는 기초교육분야는 아프리카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아시아와 중

남미 지역은 직업훈련에 중점 지원하겠다고 교육 ODA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기초교육 지원이 증가한 것, 특히 

2009년과 2010년의 급증한 것은 이러한 기본방향과 교육 ODA 정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2 절 JICA의 기초교육 ODA의 현황과 특징 

1. 일본 기초교육 ODA의 사업 유형별 현황  

2008년 이후 JICA는 기술협력, 무상자금협력, 유상 차관의 모든 형태

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JICA는 사업유형을 기술협력, 무상자

금협력, 유상자금협력, 봉사자 파견, 국제긴급 원조 5가지 유형으로 구분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JICA와 KOICA의 비교를 위하여 2008년 이전

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온 기술협력과 무상협력 부분에 한정한다. 또

한 기술협력과 무상협력 사업을 내용과 형태에 따라 해외봉사단, 프로젝

트, NGO 사업, 연수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46)

1) 해외봉사단

일본 해외봉사단(Japan Overseas Cooperaton Volunteers, JOCVs)파견

46) JICA의 사업유형별 지원 비율은 추산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JICA가 공개하는 
프로젝트 목록을 토대, 각 사업명과 유형, 기간, 사업규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재구성 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서는 사업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총 규모를 추산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JICA의 사업유형별 비율을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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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JICA 교육 ODA의 가장 오래된 사업이자,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기술협력 중 40%가 JOCVs에 투입되고 있으며, 교육분야 JOCVs 중 약 

48%가 기초교육 부분에 종사한다(JICA, 2005). 기초교육분야 JOCVs는 

수학 과학 교사, 기술교육, 체육교육, 유아원 교사, 문해 교사, 초·중등학

교나 사회교육시설의 교사 등으로 활동한다.

JICA가 공개하는 JOCVs 파견실적을 보면, 기초교육분야 파견자 수의 

연도별 추이는 알 수 없으나, 총 인원을 추산해 볼 수 있다.47) JOCVs의 

직종 중 교육문화 중 유아교육, 초등학교 교사, 수학과 과학교사, 문맹퇴

치 교사 등을 기초교육분야 JOCVs 파견자로 고려할 때, 2011년 4월 기

준으로 약 5,300명 정도가 파견되었다.48) 전체 교육․문화분야 파견자 수

가 13,237명인 것을 고려할 때, 기초교육분야 파견자가 약 40%를 차지한

다.

2) 프로젝트 

JICA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총 9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중 풀뿌리 기술협력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의 특성상, NGO 사

업으로 분류하여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총 82개의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82개의 사업목록은 <부록 1>과 같다.

총 82개의 사업을 사업내용에 따라 다음 5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다섯 

가지 항목 중 기회확대, 교육의 질 제고, 학교운영과 환경 조성의 범주는 

BEGIN에서 제시하는 기초교육 ODA 정책과 일치한다. 이 범주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내용에 따라 비형식교육과 전문가 파견으로 범주화 하였다.

47) JICA는 JOCV의 직종을 농림수산, 가공, 유지보수작업, 토목건축, 보건위생, 교육문화, 스포츠,

계획행정으로 나눈다. 기초교육 ODA는 교육문화의 범주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교육문화 범
주 중 유아교육, 초등학교 교사, 수학과 과학교사, 문맹퇴치 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등의 분
야를 기초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http://www.jica.go.jp/volunteer/outline/publication/results/jocv/index.html#a03

48) 여기에서는 교육문화 중 유아교육, 초등학교 교사, 수학과 과학교사, 문맹퇴치 교사, 음악교육,

미술교육을 기초교육분야 JOCVs로 포함하였다. 그러나 구분에 따라 파견자 수는 달라질 수 있
음을 밝힌다. 교육문화범주의 다른 직종 예컨대, 과학, 청소년 활동, 컴퓨터 기술 등의 직종 중
에서도 기초교육에 해당하는 파견자가 있을 수 있으며, 포함된 직종 중에서도 기초교육에 해당
하지 않는 파견자가 존재할 수 있다.



- 85 -

범주 내용 사업 수

기회 확대 학교 건축 및 시설 지원 11

교육의 질 제고
수학·과학 교사양성,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

발 프로젝트 등 
41

학교 운영, 환경 조성
학교관리와 운영기술 지원, 교육환경 개선 

프로젝트 등 
21

비형식 교육
문해교육, 커뮤니티 비형식교육 프로젝트,

여성 생활 향상 프로젝트 등
6

전문가 파견 초등교육 전문가, 교원 연수 전문가 파견 등 3

합계 82

[표 4-5] JICA 기초교육 프로젝트 분류 

총 84개의 프로젝트 중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가 41개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프로젝

트가 총 21개 이루어졌다. 기초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학교건축

과 시설 지원의 프로젝트는 11개가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그 외에 비형식 교육 프로젝트가 6개, 전문가 파견이 3건 있

다.

이상의 프로젝트 내용을 통해 드러난 특징은, JICA 기초교육 프로젝트

가 ‘교육의 질 제고’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수학과 과

학교사의 교사연수, 지도법과 지침서 개발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인 사례

로 라오스의 ‘수학과 현직 교원 연수 개선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의 교원을 연수하고 수학과 과학

교과의 교재개발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9) ‘교사 교육’과 ‘교육

과정 개발’은 JICA(2005)가 제시한 기초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

된 전략으로, 실제 사업에서도 이러한 JICA의 전략과 목표가 반영된 것

이다.

두 번째 특징은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장려하고 이를 통

해 학교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꾀했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목록에서 알 

49) http://www.jica.go.jp/project/laos/005/outlin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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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가 사업명 기간

교육의

질 제고

네팔
다누샤, 마호타 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육의 질 개선

2008 / 01 ~

2010 / 12

네팔 주민 참여 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2009 / 11 ~

수 있듯이, ‘주민 참여’ 형의 학교 운영 개선 계획, ‘주민 참여’ 초등교육 

개선 프로젝트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초교육의 범위를 폭넓게 고려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이 특징이다. JICA가 성인들을 위한 생활 향상 프로젝트와 문해교육 등

의 비형식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기초교육의 범위를 

초등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성인 문해교육과 기초생활기술의 영역까지 

포함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 JICA가 비형식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기초

교육 ODA를 진행하는 것은 기초교육에서 중도 탈락한 학습자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보고한

다(JICA, 2005).

3) NGO 사업 (풀뿌리 기술협력(草の根技協) 사업)

풀뿌리 기술협력 사업이란 NGO, 대학, 지방 자치 단체 등의 단체가 

ODA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JICA가 NGO, 대학 등의 단체가 주체적으로 제시한 사업제안을 검토하

고 ODA의 실시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승인하고, 그 사업

을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다.50)

JICA의 기초교육 NGO 사업은 총 14개가 진행되었으며, 그 목록은 [표 

4-6]과 같다. 14개의 사업을 [표 4-5]의 분류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교육

의 질을 위한 프로젝트는 7건, 학교운영과 환경조성을 위한 프로젝트 2

건, 비형식 교육 5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4-6] JICA 기초교육 NGO 사업 목록 

50) http://www.jic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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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 개선 사업 2012 / 03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도서관 활동 

보급을 위한 인재 육성 사업

2007 / 07 ~

2010 / 03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 

능력 향상

2008 / 10

2011 / 03

캄보디아
초등학교 체육과 교육 진흥 

프로젝트

2009 / 06 ~

2012 / 06

파키스탄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북서 변방 

주 초등교육 질 제고 사업

2009 / 04

2011 / 01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가 도서 보급 활동을 

통한 초등 교육의 질적인 개선 사업

2007 / 10 ~

2010 / 03

학교운영,

환경조성 

몽골
몽골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폭력 

없는 공정한 교육 환경 추진 사업

2008 / 10 ~

2011 / 09

케냐
무인기 동쪽 현 누므이구스니 카운티의 

주민의 학교 운영 능력 향상과 주민 참여 

2009 / 12

2011 / 08

비형식

교육

라오스
공공 도서관을 통한 독서 추진 

활동

2010 / 08 ~

2013 / 08

라오스
라오스의 독서 추진 운동의 자율적 

운영의 정착화

2010 / 03 ~

2012 / 01

인도
슬램 아이들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음악 지도자 육성 

2011 / 01 ~

2014 / 01

필리핀
아무나이 유역 문맹 퇴치 교육 

추진 사업

2005 / 01 ~

2008 / 01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 사업

2007 / 08 ~

2007 / 11

자료: JICA 지식 사이트(Knowledge Site)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NGO 사업 역시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

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독서교육, 문해교육, 자립능력 향

상을 위한 음악 지도자 육성, 여성 자립능력 강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비형식 교육 사업이 포함되었다.

NGO 사업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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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수 사업(건) 2 2 2 4 20 13 21 22

연수 인원(명) 18 18 18 45 290 151 293 265

목록을 보면 2005년과 2007년에 NGO사업이 주로 시작되었다. 후술하겠

지만 KOICA 기초교육 NGO사업 역시 2007년에 시작된 것을 고려해 볼 

때, 민간기관과의 협력은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보이는 공통된 경향이다.

4) 연수 사업 

JICA는 청년들과 교사집단을 대상으로 연수사업을 진행한다. 2003년부

터 2010년까지 기초교육 ODA에 해당하는 연수사업은 총 86건이 진행되

었다. 구체적인 연수사업의 목록은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수사업과 인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3년에는 2개 사업을 

통해 18명의 인원을 연수하였다면, 2010년에는 22개 사업을 통해 265명

을 연수하였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기초교육 ODA 연수사업과 인원

은 [표 4-7]에 제시되어 있다.

[표 4-7] JICA 기초교육 ODA 연수사업과 인원 수51)

자료: JICA 지식 사이트(Knowledge Site)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연수의 내용은 대부분 수학과 과학교과의 교사교육이 주를 이룬다. 수

학·과학교사 양성, 과학실험교육, 수학·과학 교수법 연수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초등학교 수학 과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

이 기초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학과 과학에 집중하는 이유는 기

초교육 ODA를 위한 일본 공식적인 전략이다. 일본은 하드웨어 중심의 

협력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협력으로 전환해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수학

과 과학교육을 선택하였다. 이유는 일본이 수학과 과학의 학업성취가 높

51) 연수사업 중 인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원은 
제시된 수 이상일 것이다. 각 사업 당 연수인원은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표에서
는 연수사업 건수와 인원수의 추이를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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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 비율 

아프리카

(총 20개국)

가나,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쪽 

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말라위, 말리, 모로

코, 모잠비크,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에라리온, 에티

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토고 

42%

고, 이 과목들은 언어와 문화장벽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일본이 비교우위를 갖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JICA, 2005).

유아와 취학 전 아동의 기초교육을 위한 연수와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연수도 살펴볼 수 있다. 총 86건의 연수사업 중에 유아와 취학 전 아동

을 위한 연수는 6건,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연수는 4건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2. 일본 기초교육 ODA의 지역별 현황52)

JICA는 지원국가를 아시아53),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유럽의 

6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한국은 대양주 지역을 아시아에 포함시켜 구분

하는 반면, 일본은 따로 구분하였으며 유럽의 일부(발칸반도 등)지역도 

지원국가로 포함하고 있다.54)

이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위하여, 일본 대양주 지역을 한국

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포함하였으며, CIS 및 동구 지역을 추가

하여 국가를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JICA의 지원국가를 총 5개의 지역으

로 구분하였으며, 각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목록은 [표 4-8]에 제시되어 있

다.

[표 4-8] 1998년-2010년 JICA 기초교육 ODA 지역별 지원국가 및 비율 

52) JICA의 지역별 현황에 대한 자료는, JICA가 제공하는 기술협력과 무상자급 협력 프로젝트 정
보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http://gwweb.jica.go.jp/KM/KM_Frame.nsf/NaviProMain?OpenNavigator

53) 일본은 아시아 지역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로 구분하지만, 이 글에서는 
모두 아시아에 포함하여 살펴본다.

54) JICA는 유럽지역에 해당하는 기초교육 ODA 사업 없었으므로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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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총 14개국)

베트남,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

데시,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29%

중남미

(총 12개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볼리비

아, 엘셀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

라과이, 페루

25%

동구 및 CIS

(총 0개국)
- 0%

중동

(총 2개국)
아프가니스탄, 예맨 4%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아시아 1 1 1 1 3 4 7 8 9 11 9 8 10

아프리카 4 4 6 6 8 11 15 15

중남미 3 3 8 11 11 9 5 5

중동 1 1 2 2 2 2 2 2

동구 및 CIS

총 국가 수 1 1 1 1 3 12 16 24 28 32 31 30 32

자료: JICA 지식 사이트(Knowledge Site)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JICA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기초교육 ODA를 제공한 국가는 총 48개

국이다. 아프리카 국가가 총 20개국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

음 아시아 14개국, 중남미 12개국, 중동 2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구 및 

CIS 지역에 해당하는 기초교육 ODA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1998-2010년 JICA 기초교육 ODA 지역별 국가 수 

자료: JICA 지식 사이트(Knowledge Site)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1998년부터 2010년까지 JICA의 기초교육 ODA 국가 수는 점차 증가하

였다. [표 4-9]를 보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아시아 국가에 국한되어 

1-3개국에 머물렀던 것이, 2003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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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고루 지원하면서 국가 수도 12개국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이후로

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지역에 모두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 아시아 국가가 가장 많았으나, 2006년과 2007

년에는 중남미 지역 국가도 꾸준히 증가하여 아시아 국가 수를 능가하였

다. 2008년부터는 아프리카 지원국가가 증가하여, 2009년과 2010년에는 

압도적으로 아프리카 지원국이 많아졌다.

[그림 4-7]의 지역별 지원사업의 추이를 보면, 아시아 지역의 사업 수

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9년까지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한 지

역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사업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0년에는 

아시아를 증가하여, 가장 많은 사업이 진행되었다. 중남미 지역의 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이후로는 중남

미 지역에서의 사업 수가 점차 감소한다. 중동에서의 사업 수도 조금씩 

증가하여 4-6개의 사업 수를 유지한다.

[그림 4-7] JICA 기초교육 ODA 지역별 지원사업 추이  (단위: 개)

자료: JICA 지식 사이트(Knowledge Site)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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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본의 기초교육 ODA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1998년부터 꾸준히 기초교육 ODA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사업 수도 점차 증가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은 비교

적 최근에 지원이 시작되었지만, 지원국가와 사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아시아 지역을 추월하였다.

제 3 절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 특징비교  

1. 유형별 비교 분석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를 유형별로 나누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

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해외봉사단이 기초교육 ODA에서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한다. 한국의 경우, 총 기초교육 ODA 규모 중 53%가 해외봉사

단을 통해 이루어질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은 기초교육 

내에서 해외봉사단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지 알 수 없으나 교육

분야 해외봉사단 중, 기초교육 범주로 파견된 비중이 약 40%인 것으로 

볼 때, 일본에서도 해외봉사단은 기초교육 ODA의 주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프로젝트 유형을 살펴보면, 한국은 ‘건립사업’중심인 반면 일본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KOICA의 18

개 기초교육 ODA 프로젝트가 모두 ‘건립사업’ 및 ‘시설개선’에 관한 것

이었다면, JICA의 총 82개의 프로젝트 중 건립사업은 11개로 약 13%에 

불과하다. JICA의 경우 수학·과학 교사양성이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프로젝트 등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이 4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관리와 운영기술 지원, 교육환경 개선 프로젝트 등 

학교운영과 환경조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21개로 그 다음 많은 비중을 차

지한다. 학교관리와 운영 역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접근(JICA,

2005)이라고 볼 때, JICA는 프로젝트의 약 73%를 교육의 질 제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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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기초교육 ODA는 초등교육에 국한되어있는 반면, 일본은 

초등교육, 성인 문해교육과 여성생활능력 등의 비형식교육, 유아교육 등

을 포함한다. 한국의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초등학교 건축 사업이 대부

분이고, 연수사업에서도 한국은 전부 초등교원 연수로 초등교육에 한하

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프로젝트도 주로 초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

지만, 동시에 여성들의 기초생활기술과 성인들의 문해교육에도 주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한국과 일본 모두 최근 NGO사업을 통해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은 2007년부터 기초교육 부문 NGO사업

을 시작하여 점차 그 지원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2007년에는 3개의 사업

을 지원했다면, 5개, 7개로 늘어 2010년에는 11개의 NGO사업을 진행하

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5년을 시작으로 점차 NGO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NGO사업은 프로젝트에 비해 최근에 시작된 유형의 

사업으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점차 자양한 사업을 지원해가는 것

이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특징으로 지적된다.

다섯째, 대부분의 유형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으로 일본에 비해 한국의 

지원규모가 적다.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한국은 18건인데 반해, 일본은 82

건이며, 연수사업의 경우, 한국은 총 24명의 연수생을 지원한 반면, 일본

은 총 86건의 연수사업을 통해 1098명을 지원하였다. 단, NGO의 경우에

는 한국이 11건, 일본이 14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규모

의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총 ODA규모와 교육 ODA의 규모에서 큰 차

이를 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동시에 일본에 비해 한국이 

교육분야 중 기초교육에 지원하는 비중이 적다는 것 역시 이러한 차이를 

야기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특징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은 일본에 비해 기초교육의 범주를 

좁게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면에서는 ‘초등교육’에 

한정하여, 방식에서는 ‘건립사업’에 한정하여 기초교육 ODA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기초교육분야 지원을 위하여 초등교육, 유아교육,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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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해교육 등을 포함하였으며,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운영과 환

경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다각도로 기초교육 ODA에 접근하였다.

2. 중점지역 비교 분석

[그림 4-8] 한국과 일본의 지역별 지원국가 수 추이 (단위: 개)

<한국> 

<일본> 

자료: KOICA 통계자료, JICA 지식 사이트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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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모두 지원국가의 수는 점차 증가하며, 다양한 국가에 지

원하는 추세이다. [그림 4-8]에서 나타나듯이, 한국과 일본의 지원국가 수

는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동구 및 CSI의 모든 지역에 걸쳐 지원하기 시작

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3년을 기점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초

기에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점차 아시아 지역보다 아

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을 많이 포함하게 되었다.

[그림 4-8]을 보면, 일본보다 한국의 지원국가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경우, 해외봉사단, 프로젝트, NGO, 물자

지원, 연수생 초청, 전문가의 모든 유형을 포함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프

로젝트와 NGO 사업만을 포함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라 볼 수 없다.

[그림 4-8]은 지원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지원국가의 지역이 다양해졌다는 

경향을 확인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4-9] 한국과 일본의 지역별 지원국가 구성비55)

       < 한국 >                   < 일본 >

자료: KOICA 통계자료, JICA 지식 사이트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55) 한국은 1991년부터 2010년 동안의 KOICA 기초교육 ODA지원 실적을 토대로 했으나, 일본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원기간만이 포함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한국의 경우, 해외봉사단,

프로젝트, NGO사업, 연수생 초청, 물자지원, 전문가 파견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프로젝트, NGO사업만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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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는 한국과 일본이 지원한 총 국가의 지역별 구성비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4-9]를 보면 한국과 일본 모두 지금까지 지원한 국가 중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의 국

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모두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국

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아시아지역은 꾸준히 지원해온 반면, 아프리카 지역은 비교적 최근

에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을 기점으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

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도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으로 지적된다. 앞서 

살펴본 [그림 4-2]의 한국 지역별 지원규모 추이와 [그림 4-7]의 일본 지

역별 지원사업 추이의 자료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해온 것은 두 국가의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ODA 헌장(MOFA, 2003)을 통해 일본과 긴

밀한 관계에 있고, 일본의 안전과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다. 한국 역시 지리적 근접성과 아시아지역과

의 교류를 토대로 아시아지역 국가들에 집중하여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프리카 국가에 집중하는 것은 MDGs 달성과 EFA 실현을 위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한 데서 기인한다

고 보인다. EFA Global Monitoring Report(UNESCO, 2011)는, 학교 밖 

아동의 43%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 살고 있으며, 이 지역의 1천만 

명의 아동이 매년 초등교육을 포기한다고 보고한다. 이렇듯, 아프리카지

역의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이 긴요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지원이 증가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아프리카 지원국이 증가한 이유로 자원외

교적인 측면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한국에서 ‘카

메룬’을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과 

관련이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 그 예이다.56)

56) 카메룬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2010년 당시 박영준 국무차장이 에너지협
력외교단과 함께 카메룬을 방문한 후 다이아몬드 개발권에 대한 대가성 원조로 카메룬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원조액을 증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연합뉴스, 2012.10).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50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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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그 동안 연구가 미흡했던 한국 기초교육 ODA에 주목하여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를 비교분석하여 그 현황과 특징을 밝히고

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추진체제와 기초교육 ODA 정책 면에

서는 유사하지만, 규모와 내용 면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ODA 추진체제인 KOICA와 JICA

모두 지역별 부서와 기능별 부서가 설치되어 있어, 교육을 담당하는 부

서와 지역별 부서가 협력하여 기초교육 ODA를 진행하는 구조이다. 단,

KOICA의 경우 기초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

지만, JICA에는 인간개발부 산하에 기초교육을 전담하는 2개 과가 설치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정책적 틀 아래,

동일한 기초교육 ODA 목표를 갖는다. 단, 일본은 ‘인간안보’적 측면을 

정책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종

합해 보면, 기초교육 ODA를 진행하기 위한 추진체제와 정책기조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기초교육 ODA의 실행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즉, 그 규모와 추이, 유형별 사업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한국의 기초교육 ODA의 규모는 일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한국

과 일본 모두 기초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한국이 불규칙

적인 비율로 기초교육에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10%이상의 비율로 

일관성 있게 지원하고 있다. 유형별 비교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몇 가지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낸다. 첫째, 한국은 ‘건립사업’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반면 일본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

행하였다. 둘째, 한국의 기초교육 ODA는 초등교육에 국한되어있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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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일본은 초등교육, 성인 문해교육, 기초생활기술교육, 유아교육을 기초

교육 ODA에 포함하여 실행하였다.

한국과 일본이 기초교육 ODA 규모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국의 

ODA 규모가 일본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교육 중 기초교육에 지원하는 비율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기초교육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 

때문에 일본과의 규모가 더욱 차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내용 면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에는 기초교육 ODA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어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연구와 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으

로 보인다. JICA의 경우, 기초교육을 전담하는 과가 2개 설치되어 있어 

기초교육 ODA에 대해 전략을 제시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JICA 내

에 ODA 연구소가 설치되어, JICA의 사업을 평가하고 필요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 예로 JICA는 ‘JICA Thematic Guidelines on Basic

Education(JICA, 2005)'을 통해 기초교육 ODA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

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물을 토대로 JICA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기초교육 ODA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 일본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기초교육 ODA의 목표가 일본과 유사하나 그에 따른 근거나 세

부전략을 담은 문서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의 정책목

표와 틀을 충분한 고민 없이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한국의 

실정을 반영한 구체적 전략과 논의가 부재함에 따라 기초교육 ODA의 

실행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기초교육 ODA에 관한 세 가지 

쟁점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기초교육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둘

째, ‘한국 기초교육 ODA가 여전히 건립사업에 치중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셋째, ‘무엇을 위한 기초교육을 지향할 것인가?’이다.

먼저, 한국 기초교육 ODA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초교육’이 무엇인지,

대상은 누구인지, 그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개념적인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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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OECD는 ‘기초교육’으로 초등교육, 유아교육, 성인 문해교육과 

기초생활교육을 포함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초등교육, 성인 문해교육과 

여성생활능력교육, 유아교육 등을 기초교육의 범주에 포함한다. 일본의 

프로젝트는 주로 초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여성들의 기초

생활기술과 성인들의 문해교육에도 주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

고 있다. 반면 한국 기초교육 ODA의 사업내용을 보면 한국은 ‘기초교

육’을 ‘초등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 사

업의 대부분이 초등학교건립이며, 연수사업에서도 전부 초등교원 연수로 

초등교육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NGO사업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보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유아와 성인여성을 대상에 포함하여 기초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

즉, 한국이 상정하고 있는 ‘초등교육’으로서의 기초교육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기초교육’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기초교육’

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성인 비문해자와 유

아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교육’을 보다 폭넓게 정의할 

수 있도록 논의를 통한 이론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의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그 대상에 따라 접근방법도 달라질 필요가 있

다.

둘째, ‘한국 기초교육 ODA는 왜 여전히 건립사업에 치중하는가?’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이슈는 현재 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어

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과 관계가 있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기초교육 ODA 프로젝트 총 18건 중 16건이 

건립사업에 해당하며, 2건 역시 하드웨어지원인 시설개선 사업이었다. 이

렇듯 하드웨어를 통한 지원이 주를 이루는 이유는, ODA의 후발주자인 

한국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학교를 건

축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일은 단기간에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원국

과 국제사회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ODA의 

후발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성취를 드러내고, 국내적 차원에서도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드웨어적 지원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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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하드웨어식 지원방식은 기초교육의 기회를 확

대시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나, 교육의 질을 개선하거나 교육환경과 운

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회확대의 측면에

서도 하드웨어식 지원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JICA(2005)에

서 언급하듯,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는 아동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인식제고 역시 기초교육 ODA 지원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의 하드웨어식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방식을 통해 기초교육 ODA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는 한국이 어떠한 방식과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접근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일본의 경우, 소프트웨어 식의 접근방

식으로 ‘수학과 과학 교사양성과 교육과정개발’에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

추었다. 이 분야에 일본이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도 어떤 면에서 비교우위를 갖는지 고민하여 기초교육 ODA를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한 기초교육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기초교육 ODA가 무엇을 지향하

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KOICA가 명시하는 교육 ODA의 비전은 

‘개도국 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이다. 즉, ‘경제·사회발전’

을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직업훈련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

서 이해될 수 있다. 교육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인적자원개발의 측면만을 강조한 접근은 자칫 ‘교육’을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

선언에서 명시하듯, ‘교육’의 인권으로서의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57) 특히 기초교육은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57) 세계인권선언 제 26조는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명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
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고
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
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 101 -

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초교육 ODA를 진행할 때, ‘인적자원개발’

의 측면뿐만 아니라 ‘인권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것을 기

초교육 ODA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기초교육 ODA의 개선을 위해서

는 지원규모를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정된 규모 안에서 효과적으

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이 ‘기초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인 논의에서부터,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을 토대로 어떤 유형에서 비교우

위를 차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인권으로서의 교육’을 반영

한 기초교육 ODA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의 현황과 특징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기초교육 ODA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논의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OECD

의 통계자료에 기초하였는데, 일본에 관한 OECD의 자료에서 수치상 일

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하는 부분을 자료에 반영할 수 없었

다. 다시 말해, OECD는 일본의 교육 ODA에 대한 세부 정보를 1995년

부터 2010년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초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의 세부 교육분야 ODA의 합이 전체 교육 ODA의 

합과 일치하지 않아 이 시기의 일본 기초교육 ODA의 자료를 포함할 수 

없었다. 따라서 2001년 이후의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이전의 일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
어서 우선권을 가진다(이승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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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초교육 ODA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JICA의 기초교육 ODA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만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JICA가 진행한 

기초교육 ODA의 모든 사업을 포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

에서는 JICA에서 공개하는 프로젝트의 목록을 토대로, 그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사업비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프로젝트가 있어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기초교육 ODA를 파악하는데 있어 KOICA와 

JICA의 기관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전체 

현황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민간기관의 

현황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 해외원조단체협의

회(이하 해원협)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총 88개가 되지만, 실

제로는 더 많은 단체들이 개발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

회를 포함한 종교단체의 교육개발협력 분야를 고려하면 더 큰 규모가 집

계될 것이나 아직까지는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것

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원협이나 KOICA에 등록되어있는 단체 외의 단

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각 민간단체들이 정보를 공개하는 정

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적인 기초교육 ODA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활동 역시 연구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를 종합해 볼 때, 한국 기초교육 ODA의 전

반적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에서 드러난 유사점이 일본을 

모방한 것인지, 그리고 차이점은 한국 고유의 특징인지에 밝혀내기 위해

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기초교육 ODA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밝히는

데 그쳤지만, 실제 사업 과정에서 ‘기초교육 ODA'라는 이름 아래 어떠

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초교육 ODA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봉사단의 경우, 기초

교육 ODA를 위해 파견된 해외봉사자가 실제로 기초교육 지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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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일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초교육 ODA 아래 이루어지

고 있는 활동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이 상정하고 있는 ’기초교육 ODA

‘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

초교육의 정의와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연구는 향후 한국이 ’기초교육 

ODA아래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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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MOFA) http://www.mofa.go.jp/

JICA Knowledge Site http://gwweb.jic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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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

호
국가 기간 프로젝트 이름

사업 

규모

기회 

확대 

(건축 

및 시

설 지

원)

1 몽골
2009 / 08

~ 2014 / 12

제 4 차 초등 교육 시설 

정비 계획

32.62

억엔

2 스리랑카
2006 / 01

~ 2007/ 03

스리랑카 국가 "초·중등 

학교 시설 개선 계획"후속 

협력 (응급 대책 공사)

비공개

3 인도네시아
2010 / 06

~ 2010 / 12

서부 수마트라에 있는 파당 

지진 피해  지역의 안전한 

학교 재건 계획

5.57

억엔

4 캄보디아
2009 / 06

2011 / 06

제 3 차 프놈펜 시내 

초등학교 건설 계획

5.29

억엔

5
파푸아 뉴 

기니

2005 / 08

~ 2008 / 11

TV 프로그램 수업 개선 

계획  프로젝트
3.8억엔

6 가나
2009 / 08

~ 2010 / 02
기초 교육 기회 개선 계획

6.05

억엔

7 나이지리아
2010 / 06

~ 2010 / 12
제 2차 초등학교 건설 계획

11.35

억엔

8 라이베리아
2010 / 07

2011 / 01

교육 시설 정비 계획 

(유니세프  연계)

7.72

억엔

9
부르키나

파소

2009 / 04

~ 2009 / 10
제 4 차 초등학교 건설 계획

10.98

억원

10
중앙아프리

카공화국

2009 / 07

~ 2013 / 12
초등학교 건설 계획

12.02

억엔

11 카메룬
2009 / 03

~ 2012 / 02
제 4 차 초등학교 건설 계획

10.98억

엔

교육의 

질 제

고(교사 

양성,

교과서 

개발,

질 개

선 프

1 라오스
2010 / 02

~ 2013 / 10

수학과 현직 교원 연수 개선  

프로젝트

3.9

억엔

2 몽골
2006 / 05

~ 2009 / 07

아동 발달을 지원하는 

교수법 개선  프로젝트

2.05

억엔

3 몽골
2010 / 03

~ 2013 / 02

아동 발달을 지원하는 

교수법 개선  프로젝트 2

단계

3.0

억엔

4 미얀마
2004 / 12

~ 2007 / 12

아동 중심 교육 강화 

프로젝트

3.6

억엔

< 부록 1 > JICA 기초교육 ODA 프로젝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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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5 미얀마
2008 / 09

~ 2012 / 03

아동 중심 교육 강화 

프로젝트 2 단계

3.8

억엔

6 방글라데시
2004 / 10

~ 2010 / 03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 강화 

프로젝트
3.5억엔

7 방글라데시
2010 / 11

~ 2016 / 11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 강화 

계획 2 단계

6.0

억엔

8 베트남
2004 / 09

~ 2007 / 09

현직 교원 연수 개선 계획 

프로젝트

3

억엔

9 스리랑카
2002 / 11

~ 2005 / 05

초중등 수학과 분야 교육 

마스터  플랜

2.5

억엔

10 인도네시아
1998 / 10

~ 2005 / 09

인도네시아 초중등 수학 

과학 교육  확충 계획
비공개

11 캄보디아
2006 / 02

~ 2008 / 07

초등학교 체육과 지침서 

작성 지원
비공개

12 필리핀
2002 / 04

~ 2005 / 04

초중등 수학과 교원 연수 

강화 계획

2.63

억엔

13 가나
2005 / 12

~ 2008 / 11

현직 교원 연수 정책 이행 

지원  계획 프로젝트

3.72

억엔

14 가나
2010 / 09

~ 2013 / 03
초등교육 지도법 개선 비공개

15 가나
2010 / 08

~ 2010 / 09
수학과 교수법 개선 비공개

16 나이지리아
2006 / 08

~ 2009 / 08

초등 수학과 교육 강화 

프로젝트

0.64

억엔

17 나이지리아
2010 / 06

~ 2013 / 07

초등 수학과 교육 강화 

프로젝트 2 단계

4.97

억엔

18 남쪽  수단
2009 / 11

~ 2013 / 06

남부 수단 수학과 교육 강화  

프로젝트

3.5

억엔

19 말라위
2003 / 01

~ 2005 / 09

전국 지방 교육 지원 계획 

수립  연구
4.5억엔

20 모잠비크
2006 / 07

~ 2009 / 07

가자에 있는 현직 교원 연수 

강화  프로젝트

1.8

억엔

21
부루키나

화소

2008 / 01

2011 / 01

초등교육 · 수학과 현직 

교원 연수  개선 계획 

프로젝트

1.4

억엔

22 세네갈
2007 / 12

2011 / 08
수학과 교육 개선 프로젝트

1.45

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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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케냐
2009 / 01

~ 2013 / 12

수학과 교육 강화 계획 

프로젝트

15

억엔

25 과테말라
2006 / 04

~ 2009 / 03
산수 지도력 향상 프로젝트

0.7

억엔

26 과테말라
2006 / 06

~ 2008 / 05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지역  참여 촉진 프로젝트
비공개

27 과테말라
2009 / 11

~ 2012 / 10

산수 지도력 향상 프로젝트 

2 단계

0.8

억엔

28 니카라과
2006 / 04

~ 2011 / 03

초등교육 산수 지도력 향상 

프로젝트

1.9

억엔

29
도미니크  

공화국

2005 / 05

~ 2010 / 05
산수 지도력 향상 프로젝트

1

억엔

30
도미니크  

공화국

2007 / 05

~ 2010 / 05
기초 교육 프로그램 강화 비공개

31 볼리비아
2003 / 07

~ 2010 / 07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프로젝트

2.6

억엔

32 엘살바도르
2006 / 04

~ 2009 / 03

초등교육 산수 지도력 향상 

프로젝트

1.2

억엔

33 온두라스
2003 / 04

~ 2006 / 03
산수 지도력 향상 프로젝트

2.45

억엔

34 온두라스
2006 / 04

2011 / 03

산수 지도력 향상 프로젝트 

2 단계

6.6

억엔

35 온두라스
2007 / 10

~ 2009 / 09
기초 교육 강화

7.87억

원 

36 우루과이
2005 / 01

~ 2005 / 03

"농촌 초등학교 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원"후속 

협력 (기재 공여)

비공개

37 칠레
2005 / 12

~ 2008 / 12
수학 교육 개선 프로젝트 비공개

38 콜롬비아
2003 / 10

~ 2008 / 03

수학 · 자연 과학 교원 양성  

시스템 강화 프로젝트
비공개

39
아프가  

니스탄

2005 / 06

~ 2007 / 08

교사 교육 강화 (STEP)

프로젝트

3.9

억엔

40
아프가  

니스탄

2007 / 09

~ 2010 / 12

교사 교육 강화 프로젝트 2

단계

4.4

억엔

41
아프가  

니스탄

2008 / 11

~ 2010 / 12

교사 교육의 특별 지원 교육 

강화  프로젝트

1.28

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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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아프가  

니스탄

2009 / 01

2011 / 02
교수법 개선 연수 비공개

학교운

영,환경

조성 

1 네팔
2008 / 02

2011 / 02

초등학교 운영 개선 지원 

프로젝트

2.7

억엔

2 라오스
2009 / 02

~ 2009 / 08

남부 3 현 학교 환경 개선 

계획

6.85

억엔

3 라오스
2010 / 06

~ 2010 / 12

챤빠삿쿠 현과 사바나켓토 

현 학교  환경 개선 계획

11.12

억엔

4 스리랑카
2005 / 10

~ 2010 / 03
학교 운영 개선 프로젝트

3.7

억엔

5 가나
2009 / 06

~ 2013 / 03

현직 교원 연수 운영 관리 

능력  강화 프로젝트

3.9

억엔

6 기니비사우
2010 / 04

~ 2010 / 10

가브 주, 오이오 주에서 

아이를 위한  환경 정비 

계획 (유니세프 연계)

비공개

7 니제르
2004 / 01

~ 2007 / 07

주민 참여 형의 학교 운영 

개선  계획 프로젝트

3.11

억엔

8 니제르
2007 / 08

~ 2012 / 01

주민 참여 형의 학교 운영 

개선  계획 (모두 학교)

프로젝트 2 단계

3.6

억엔

9 르완다
2009 / 01

~ 2009 / 07

르완다 서부 현의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아이를 위한 

환경 정비 계획 (유니세프를 

통해)

6.7억원

10 말리
2008 / 05

2011 / 10

학교 운영위원회 지원 

프로젝트

2.2

억엔

11
부루키나

화소

2009 / 11

~ 2013 / 10

학교 운영위원회 (COGES)

지원  프로젝트
3 억엔

12 세네갈
2007 / 05

~ 2010 / 05
교육 환경 개선 사업

2.6

억엔

13
시에라  

리온

2005 / 10

~ 2008 / 08

칸비아 현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조사

3.3

억엔

14 에티오피아
2003 / 11

~ 2008 / 03

주민 참가 형의 기초 교육 

개선  프로젝트

3.79

억엔

15 에티오피아
2008 / 09

~ 2012 / 09

주민 참여 초등교육 개선 

프로젝트

3.7

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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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토고
2009 / 02

~ 2009 / 08

사바네스 카라와 마리 타임 

지역의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아이를위한 환경 정비 

계획 (유니세프를 통해)

4.58

억엔

17 파라과이
2006 / 07

~ 2009 / 01

학교 운영 관리 개선 

프로젝트

2.5

억엔

18 페루
2005 / 10

~ 2008 / 10

카나스 · 스요 지방 교육 

네트워크  교육 운영 강화 

프로젝트

비공개

19 모로코
2003 / 05

~ 2005 / 12

지역 기초 교육 개선 계획 

조사

3.0

억엔

20 예멘
2005 / 06

~ 2008 / 11

타이즈 주 지역 여성 교육 

개선  계획 프로젝트

3.8

억엔

21 예멘
2009 / 12

~ 2013 / 12

여자 교육 향상 프로젝트 2

단계
4 억엔

비형식

교육

1 네팔
2004 / 01

~ 2009 / 10

어린이를 위한 커뮤니티 

주체형 비형식  교육 

프로젝트

2.23

억엔

2 파키스탄
2007 / 08

~ 2010 / 08

펀잡(Punjab)지역 문해교육  

프로젝트 2 단계

1.9

억엔

3 멕시코
2005 / 04

~ 2008 / 03

치아파스 도시 슬럼 지역에서  

여성의 생활 향상 프로젝트
비공개

4
아프가  

니스탄

2004 / 03

~ 2007 / 03
비형식 교육 강화 프로젝트

3.11

억엔

5
아프가  

니스탄

2006 / 03

~ 2008 / 07

문맹 퇴치 교육 강화 

프로젝트

3.9

억엔

6
아프가  

니스탄

2010 / 04

~ 2014 / 03

문맹 퇴치 교육 강화 

프로젝트 2 단계

4.8

억엔

전문가 

파견

1 방글라데시
2009 / 01

~ 2012 / 01
초등교육 어드바이저 비공개

2

남아  

프리카 

공화국

2009 / 01

~ 2011 / 01

음푸말랑가 주 수학과 교육  

어드바이저
비공개

3 모잠비크
2010 / 03

~ 2012 / 03
교원 연수 어드바이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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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년도 코스 이름 대상국가
인
원

1 2003
초등 · 중등 교육 환경 교육 개발 
교육

전세계 10

2 2003
초등학교에서의 과학 실험 교육 
(남서 아시아) II

전세계(서남아시아국가) 8

3 2004
초등 · 중등 교육 환경 교육 개발 
교육

전세계 10

4 2004
초등학교에서의 과학 실험 교육 
(남서 아시아) II

전세계(서남아시아국가) 8

5 2005
자연 체험을 통한 환경 교육 
훈련

전세계 10

6 2005
초등학교에서의 과학 실험 교육 
(남서 아시아) II

전세계(서남아시아국가) 8

7 2006
자연 체험을 통한 환경 교육 
훈련

전세계 10

8 2006 유아 교육 (중서부 아프리카) 부루키나화소 15

9 2006
초등학교에서의 과학 실험 교육 
(남서 아시아)

미얀마 8

10 2006
아프리카 '연구와 대화를 통한 
자립적인 기초 교육 개발 촉진 "

나이지리아 12

11 2007 초등 수학과 교수법 전세계 10

12 2007
중등 수학 및 수학 교육 향상 
(대양주 지역)

피지, 마샬, 솔로몬,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사모아, 쿡 제도, 팔라우

9

13 2007
초등학교에서의 과학 실험 교육 
(남서 아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14 2007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 유아 교육
부루키나화소, 카메룬,
말리, 니제르, 세네갈

10

15 2007
중동 지역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 
개선

아프가 니스탄,이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이집트, 튀니지

10

16 2007 아시아 지역 비형식 교육 확충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12

17 2007
자연 과학 및 수학 교사 양성 
시스템 강화

콜롬비아 13

18 2007 아이가 주역 학습 만들기 볼리비아 10

<부록 2> JICA 기초교육 ODA 연수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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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07
청년 연수 태국 (교육 (유아   
교육 · 보육))

태국 16

20 2007
청년 연수 대양주 혼성 (교육   
(초중등 교육 2))

피지, 키리바시, 마샬,
미크 로네시아, 나우루,

투발루, 바누아투
16

21 2007
청년 연수 말레이시아 (교육 
(초중등   교육))

말레이시아 16

22 2007 청년 연수 부탄 교육 (초등) 부탄 12

23 2007
청년 연수 대양주 혼성 (교육   
(초중등 교육 1))

파푸아뉴 기니, 솔로몬,
통가, 사모아, 팔라우

17

24 2007
청년 연수 중남미 혼성 (서쪽 
언어) / 교육 (초등 수학 교육)

도미니크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칠레, 콜롬비아

13

25 2007 청년 연수 미얀마 초등교육 미얀마 25

26 2007
청년 연수 인도네시아 교육 
(초중등 교육)

인도네시아 
18

27 2007
청년 연수 파키스탄 교육 (기초 
교육 교원 양성 1)

파키스탄 　

28 2007
청년 연수 필리핀 교육 (초중등 
교육)

필리핀 17

29 2007
청년 연수 아프가 니스탄 교육 
(초중등 교육) 그룹

아프가니스탄 15

30 2007
청년 연수 중남미 (영어) 교육 
(초중등 교육)

앤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그레 나다,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트리 

니다드 토바고,
가이아나, 수리남

15

31 2007
청년 연수 아프리카 (프랑스어)
교육 (초중등 수학과 1)

카메룬, 카보베르데,
기니, 말리, 세네갈

22

32 2007
청년 연수 중남미 (서쪽 언어)
교육 (초중등 교육)

코스타리카, 도미니크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14

33 2008
교원 양성 과정의 교육 개선 
방법 검토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통가,
바누아투, 사모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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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리즈
34 2008 초등 수학과 교수법 전세계 12

35 2008
초등 수학과 교수법 (쓰쿠바대학)

(A)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크   로네시아,
바누아투, 팔라우,
코스타리카, 멕시코,

볼리비아

11

36 2008
초등 수학과 교수법 (쓰쿠바대학)

(B)

부룬디, 카메룬, 콩고   
공화국, 코토지보와루,

지부티
　

37 2008
교원 양성 과정의 교육 개선 
방법 검토 (영어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감비아,
레소토, 말라위,

나이지리아, 스와질란드,
우간다, 탄자니아,
시에라   리온

11

38 2008
교원 양성 과정의 교육 개선 
방법 검토 (불어권 아프리카)

베냉, 부루키나화소,마다  
가스 카르, 말리,

니제르, 르완다, 세네갈
12

39 2008
지역 특설 : 대양주 지역 초중고 
산수 · 수학 교육

피지, 마샬, 미크   
로네시아, 솔로몬, 통가,
바누아투, 사모아, 쿡   

제도, 팔라우

40 2008
중동 지역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 
개선

아프가 니스탄,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이집트, 튀니지

10

41 2008 아시아 지역 비형식 교육 확충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12

42 2008
중동 지역 유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취학전 교육의 확충

시리아, 예멘,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8

43 2008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 유아 교육
부루키나화소, 카메룬,
말리, 니제르, 세네갈

9

44 2008
초등학교에서의 과학 실험 교육 
(남서 아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8

45 2008
청년 연수 몽골 / 교육 (유치원   
교육)

몽골 15

46 2008
청년 연수 아프리카 혼성 (불어)

/ 교육 (초등)

베냉, 카보베르데,
지부티, 니제르, 세네갈,
콩고   민주 공화국

13

47 2008
청년 연수 캄보디아 / 교육 
(초등)

캄보디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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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09 초등 수학과 교수법 (A) 전세계 12

49 2009 초등 수학과 교수법 (B) 전세계 12

50 2009 초등 수학과 교수법

파키스탄, 미크 
로네시아, 바누아투,

팔라우, 멕시코,
볼리비아, 이라크,
남아공, 앙골라

11

51 2009
교원 양성 과정의 교육 개선 
방법 검토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통가,
바누아투, 사모아

9

52 2009
대양주 지역의 산수 · 수학 
교육에 관한 교수법의 개선 (교사  
대상)

피지, 마샬, 미크   
로네시아, 파푸아뉴 

기니, 솔로몬, 바누아투,
사모아, 쿡   제도,
니우에, 팔라우

　

53 2009
지역별 연수 아시아 지역 비형식 
교육 확충

아시아 지역 12

54 2009
남아시아 지역 초등학교 과학 
교육의 질적 향상 ( "가르침과   
배움"현장 교육)

부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프가   니스탄

　

55 2009
중동 지역 유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취학전 교육의 확충

요르단, 시리아, 예멘,
이집트, 모로코

10

56 2009
중동 지역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 
개선

아프가 니스탄,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이집트,
튀니지

　

57 2009
수학과 교사 자질 향상 (교사 
대상)

라오스, 피지, 아프가   
니스탄, 가나, 말라위,

모잠비크
5

58 2009
아프가 니스탄 국가별 연수 
"교수법 향상 교육"

아프가 니스탄 10

59 2009 아프가 니스탄 STEP2 대응 훈련 아프가 니스탄 6

60 2009
청년 연수 인도네시아 / 초중등 
교육 행정 과정

인도네시아 18

61 2009
청년 연수 몽골 / 초중등 교육 
행정 과정

몽골 15

62 2009
청년 연수 아프리카 (영어) /
초중등 교육 행정 과정

수단,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남아 프리카 

공화국, 시에라   리온
16

63 2009
청년 연수 중남미 혼성 (영어)
/ 초중등 수학과 교육 과정

앤티가 바부다,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그레 나다,
자메이카,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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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나, 수리남

64 2009
청년 연수 중남미 (서쪽 언어)
/ 초중등 수학과 교육 과정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볼리비아,
브라질, 우루과이

12

65 2009
청년 연수 아프리카 (프랑스어)
/ 초중등 교육 행정 과정

알제리, 카보베르데,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말리, 세네갈, 토고
11

66 2009
청년 연수 파키스탄 / 초중등 
수학과 교육 과정

파키스탄 17

67 2009
청년 연수 필리핀 / 초중등 
수학과 교육 과정

필리핀 17

68 2009
청년 연수 중국 / 초중등 교육 
행정 과정

중국 25

69 2009
청년 연수 캄보디아 / 초중등 
수학과 교육 과정

캄보디아 20

70 2009
청년 연수 대양주 혼성 / 초중등 
수학과 교육 과정

피지, 마샬, 미크   
로네시아, 투발루,
바누아투, 니우에

20

71 2009
청년 연수 아프리카 (영어) /
초중등 수학과 교육 과정

이집트, 케냐, 말라위,
나이지리아, 세세루,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르완다

21

72 2010 초등 수학과 교수법 (A)

캄보디아, 미얀마,
몰디브, 파키스탄, 마샬,
파푸아뉴   기니, 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그레 
나다, 이라크, 짐바브웨,

가봉

12

73 2010 초등 수학과 교수법 (B)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피지,
사모아, 벨리즈,
자메이카,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나이지리아,
스와질란드

12

74 2010
교원 양성 과정의 교육 개선 
방법 검토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바누아투,

사모아
8

75 2010 성인 문해 교육
인도네시아, 라오스,
아프가   니스탄,

이라크, 예멘, 우간다
8

76 2010 초등교육의 질 향상을위한 수학 네팔, 파키스탄, 피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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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 향상 과정

파푸아 뉴 기니, 통가,
바누아투, 팔라우,

벨리즈, 예멘, 레소토,
남아 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상투메 

프린시페 

77 2010
교원 양성 과정의 교육 개선 
방법 검토 (영어권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 10

78 2010
남아시아 지역 초등학교 과학 
교육의 질적 향상 ( "가르침과   
배움"현장 교육)

부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프가   니스탄

　

79 2010
지역별 연수 아시아 지역 수업 
연구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

아시아 지역 10

80 2010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 유아 교육 전세계 10

81 2010
중동 지역 유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취학전 교육의 확충

요르단, 시리아, 예멘,
이집트, 모로코

10

82 2010
영어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과학 수업 평가 개선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말라위, 나이지리아,

잠비아
12

83 2010 남미 지역 수학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8

84 2010
대양주 지역의 산수 · 수학 
교육에 관한 교수법의 개선 (교사  
대상)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8

85 2010
아시아 지역 초중등 수학과 
교육의 질적 개선 (장기)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5

86 2010 수학과 교원 자질 향상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피지, 사모아, 아프가 

니스탄, 르완다
5

87 2010 가나 수학과 교수법 개선 가나 12

88 2010 초등 수학과 교수법 개선 케냐 16

89 2010
청년 연수 몽골 / 초중등 교육 
행정 과정

몽골 15

90 2010
청년 연수 방글라데시 / 초중등 
수학과 교육 과정

방글라데시 15

91 2010
청년 연수 인도네시아 / 초중등 
교육 행정 과정

인도네시아 17

92 2010
청년 연수 캄보디아 / 초중등 
수학과 교육 과정

캄포디아 19

93 2010
청년 연수 대양주 혼성 / 초중등 
수학과 교육 과정

캄포디아 19

94 2010
청년 연수 아프리카 (영어) /
초중등 수학과 교육 과정

아프리카 지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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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South Korea and Japan

regarding basic education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structure and

policy framework of ODA as well as the trend, type, scal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basic education ODA in two countries.

In regards to the ODA structure and policy frame, this study

argues that South Korea and Japan have many similar aspects. On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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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s for this similarity is that South Korea and Japan both

have associated their ODA goals with the global educational

development agendas such as Education for All (EFA) an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shared by international

community. Yet, it seems highly plausible to think that South Korea

followed Japanese basic education ODA goals since South Korea failed

to provide any reasonable account for the stated goals while Japan

provided the rationale and strategies for each basic education ODA

goals.

Looking at the scale of education ODA, the size and share of basic

education in total education ODA of Korea are still much less than

those of Japan. A clear difference is observed in the scale of basic

education ODA in that Japan has spent more than 10% of education

ODA expenditure annually at a steady rate whereas South Korea has

inconsistently spent at a rate from 1% to 12%. This shows that

although South Korea places more emphasis on education ODA than

Japan, basic education sector is not regarded as important as Japan.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ype of basic education

ODA in South Korea and Japan included: First, overseas volunteers in

common occupied a significant part of the basic education ODA both

in South Korea and Japan. Second, South Korea focused on

'construction projects' while Japan concentrated on the ‘projects on

quality improvement’ in education ODA. Third, South Korea's basic

education ODA is limited to primary education whereas Japan

included not only primary education but also adult literacy education,

basic skills train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basic education.

Fourth, South Korea and Japan increasingly cooperate with private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erm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of basic education ODA, the

current ODA trend in South Korea and Japan shows some similar

aspects in the number and regional diversification of the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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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Initially, South Korea and Japan had focused solely on

Asia, but they have expanded their partnership to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and Africa. Recently, both countries has dramatically

increased their aid to Africa surpassed the scale of the aid to Asia. In

short, the ODA of South Korea and Japan in common is concentrated

on Asia and Africa reg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s that South Korea adopted to a

considerable degree its ODA structure, policy framework and the goal

of basic education from Japan without much attention to its own

ODA development.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scale of South

Korea's basic education ODA was minimal in volume and inconsistent

in content while the limited conceptualization of 'basic education

ODA' in Korea is confined to 'primary education' and 'elementary

school constructions'.

This study draws som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basic education ODA in South Korea. In order to improve basic

education ODA, South Korea needs to not only increase the scale of

the ODA but also develop the effective strategy within the limited

ODA siz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definition of basic

education' as well as rigorous research on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South Korean ODA based on its educational development

experience are critical. In addition, it is urgently required that not

only 'education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 but also 'education

as human rights' to be considered in the basic education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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