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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양적 규모의 확대와 원조의 질적 향상이라

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최근 한국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조의 구속성과 비구속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

우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ODA의 구속성과 비구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

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한국 ODA에 관한 연구들은 분석대상이

국가단위로 한정되어 있어 원조의 부문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여국의 원조

구속성 여부에 수원국의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부족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원조의 구속성에는 수원국의 정치체계와 원조의 부문별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원조의 구속성 결정에 따른 실증적 분석을 통해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 원조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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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빈곤과 빈곤 극복의 문제는 여전히 세계적인 화두 중 하나이다. 많은 선진 공여국들은 빈

곤 퇴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개발의제의 달성을 위하여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양의 자원

을 유･무상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여 왔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1959년 39억 달러에 

불과하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1)의 규모는 2011년에는 

94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지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개발원조가 수원국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다(Easterly, 2009; Riddell, 2007).

한국의 경우 비록 짧은 개발협력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공적개발원조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선진 공여국들의 모임인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신흥 공여국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적개발협력 규모

의 빠른 증가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ODA의 규모는 1987년 2,350만 달러를 시

작으로 2012년 현재 GNI대비 0.14% 수준인 17억 5천만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15년까지 

GNI 대비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조로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

원회, 2010). 아직까지 원조의 규모가 OECD DAC 국가들의 평균과 권고치에는 미치지는 못

하지만, 경제성장과 더불어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ODA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보다 양질의 ODA를 기대하는 국제사회의 요구 

역시 증대되고 있다. 많은 선진 공여국들은 국익의 관점에서 자국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

해 ODA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수원국의 필요와 조건에 맞는 ODA의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원조에 대한 공

여국의 통제가 가능한 구속성 원조(tied aid)는 수원국의 공여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시키고 

자발적인 능력을 키우지 못하며, 원조의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원조 효과성

(effectiveness)을 낮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2005년에 채

택된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을 통해 공여국들로 하여금 원조를 비구속화(untying aid)

하도록 권고하였다(OECD, 2005).

1) ODA란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의 집행기관이 개도국 및 다자간 기구에 

제공한 자금 흐름을 의미하고, 둘째, 주요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의 증진에 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양허적 성격으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증여율(grant element)가 25% 이상

이어야 한다. OEC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definition and coverage,” http://www.oecd.org/dac/ 
stats/officialdevelopmentassistance defini tionandcoverage.htm#Definition(검색일 : 201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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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12년 12월 DAC 가입 이후 처음 이루어진 한국 ODA에 대한 동

료검토(peer review) 역시 한국 ODA의 높은 구속성과 이의 비구속화에 대한 권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원조의 비구속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한국의 개발협

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규

범에 발맞추어, 원조의 비구속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ODA 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최

근의 비구속성 원조의 증가와 이를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의 정립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

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ODA의 구속성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 ODA의 구속성 및 비구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어떠한 조건 하에서 ODA의 구속성과 비구

속성이 결정되는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의 부재는 공허한 규범적 주장을 뛰어넘는 진지한 

모색을 가로막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한국 ODA의 구속성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인가라

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어떠한 요인들이 원조의 구속성에 영향

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국 ODA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매우 중

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향후 한국 ODA의 비구속성 강화가 과연 의

도한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 역시 일정 부분 가능케 해줄 것이다.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그 결과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 경험은 공적개발 부문에서 한국

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가져왔고, 효과적인 공적개발 수행을 위한 학술적 연

구 역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본 연구는 

한국 ODA 연구의 다양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ODA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ODA의 구속성 및 비구속성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ODA의 구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 달리 단지 규범적인 수준에서의 구속성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ODA의 구속성 결정요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원조의 구속성 여부에 

수원국의 정치체계, 원조의 부문별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와 한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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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원조효과성, 추진체계, 그리고 결정

요인 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조의 구속성 여부를 결

정짓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먼저, ODA 원조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공여

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원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원조효과성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제한된 원조를 

이용하여 빈곤 퇴치, 인권향상, 및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등의 여러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

성하려는 수원국의 입장에서도 원조효과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

안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Domar, 1946; Rostow, 1956; Papanek, 1972; Gulati, 1978; Dowling and Hiemenz, 1983; 

Mosley, 1980; Gupta and Islam, 1983; Levy, 1988; Boone, 1996; Burnside and Dollar, 2000; 

Hansen and Tarp, 2000, 2001; Lensink and White, 2001; Dalgaard et al., 2004; Clemens et al., 

2004; 이계우･박지훈, 2007; 김은미･김지현, 2009; 김태황, 2012). 

둘째, 한국 ODA의 추진체계와 관련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ODA 추진체계와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국 ODA 추진체계의 분절화로 인해 원조사업의 일관성 저하, 

종합적 원조집행시스템의 부실화, 원조사업의 파편화, 미 산정된 통계의 문제점 등으로 인

해 원조의 효과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권율, 2006; 민병원, 2008; 

김은미･김지현, 2009; 주동주, 2009). 특히, ODA의 추진에 있어 유상원조와 무상원조가 독립

되어 있어 해당 부처와 기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추진

체계의 문제는 원조의 운용 및 시행에 있어 많은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2006년 1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으나 여전히 분절화 된 체계는 문

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ODA 추진체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분절화된 원조 추진체계를 비판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통합된 추진체계를 요구

하고 있다.

ODA 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은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의 원조 결정을 크게 공여국 이

익 모형, 수원국 필요 모형, 상호 의존 모형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공여

국 이익(donor interest) 모형에서는 공여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및 전략적 도구의 일

환으로 수원국에 대한 원조가 활용된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수원국 필요(recipient needs)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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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빈곤과 질병, 저발전, 인권침해 등 여러 문제에 처해있는 수원국 국민들이 보다 인간

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통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여국이 

원조 정책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상호 의존 모형은 공여국 이익 모형과 수원국 필요 

모형을 결합한 것으로, ODA 관련 정책들은 공여국의 이익 추구와 수원국의 필요 충족이 결

합되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김규원, 2008; 구정우･김대욱, 2011).

마지막으로, 한국 ODA의 자원배분 결정요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다(이재우, 2005; 

노상환, 2008; 김규원, 2008; 김은미･김지현, 2009; 김은미, 2010; 손혁상･최정호 2008; Sohn 

et al., 2011; Kim and Oh, 2012; 손혁상, 2013). Sohn et al.(20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상

원조의 경우 경제적, 정치전략적, 문화적, 인도적 측면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무상원조의 경우 인도주의적 측면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ODA 정책이 단일한 전략적 목표나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이행되고 있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상환(2008)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인구가 많을수록, 실질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원국에 더 많은 ODA가 제공되며, 수원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이 높고 대

수원국 수입규모가 클수록 더 적은 유상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재우

(2005)의 연구에 따르면, 수원국의 인구가 증가할수록 더 적은 규모의 ODA가, 대수원국 수

출규모가 클수록 더 큰 규모의 ODA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원(2008)의 연구에서

는 수원국 수출규모가 ODA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수원국 수출 및 FDI 금액이 ODA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행연구들은 ODA의 원조효과성, 추진체계 및 결정요인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주요 논의 중 하나는 원조의 구속성과 관련한 논의이다. 

Jepma(1991)의 연구에 따르면 구속성 원조는 비구속성 원조에 비해 평균적으로 상품과 서비

스의 비용을 약 15%-30%가량 상승시키고, 원조의 전달속도를 늦춤으로써 원조효과성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및 2011년 

DAC 가입이후 이루어진 동료검토의 권고사항들 중에서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원조의 비구속화가 제시되었고, 이러한 국제적 규범의 형성은 공여국의 원조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원조의 구속성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ODA의 비구속

성 여부와 관련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기존의 연구들도 대개 규범적인 논

의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ODA에 관한 일반적 연구들은 다음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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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험적 분석에서 집합적 자료(aggregate data)를 사용함으로서 ODA의 특성을 구체

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ODA는 그 수행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사업을 통

해 지원되고 있음에도 개별 수행프로젝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즉, ODA 정책의 구속성

을 살펴봄에 있어 각각의 프로젝트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수원국의 정치체계가 ODA의 구속성과 비구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적 설명 또한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조의 부문별 특성에 따라 원조의 구속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 ODA에 있어서 구속성 원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11년 한국의 대아시아 ODA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이 아시

아 국가에 제공한 4247건의 개별 원조를 분석단위로 하여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기존의 연

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Ⅲ. 한국 ODA의 현황

1945년 해방 이후 대외적으로 유･무상 원조를 수여받는 위치에 있었던 한국은 수원국의 

지위로부터 벗어나 1995년에는 공여국의 지위 획득하였는데,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과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창설 이후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인 공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OECD/DAC 회원국으로서 다양한 원조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

히 원조의 양적 증가와 질적 개선, 원조효과성 제고, 국민 참여 확대, 국제사회 공조 노력 등 

여러 비판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국 ODA의 전개과정은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에 대한 성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잘 나타내주고 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 ODA의 전개과정은 선진공여국과의 큰 차이를 보여준다. 먼

저, 다른 DAC국가들에 비하여 원조의 절대적 총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11년 기준으

로 한국 ODA의 규모는 총 13억2천5백만 USD로서 DAC회원국들의 평균 총 ODA 규모

(133,658백만 USD)의 0.99%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ODA 역시 27 USD로 DAC 회원국 평

균인 137 USD를 훨씬 밑돌고 있어 원조의 규모가 매우 작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한국

수출입은행, 2013). 또한, 1970년 UN에서 권고한 원조규모인 GNI 대비 0.7%는 고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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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현재 24개의 DAC국가에서 최하위인 GNI 대비 0.12%로 이탈리아,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2)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까지 원조의 규모를 

GNI 대비 0.25%까지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DA/GNI(%) 0.10 0.11 0.13 0.15 0.18 0.21 0.25

DAC평균(%) 0.31 0.32 0.31 - - - -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 한국수출입은행(2013),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를 토
대로 재구성

<표 1> 연차별 GNI 대비 ODA 비율(목표)

또한 원조의 대부분은 양자간 원조가 차지하고 있는데, 2005년 한때 다자간 원조가 40%

에 육박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1년 현재 25%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양자간 원조

에서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30% 정도였던 무상원조 

비율은 2007년 73%로 정점을 찍은 후, 2011년 현재 58%의 양자간 원조가 무상으로 제공되

고 있다. DAC 회원국의 경우 양자간 원조의 비율은 평균 70%이며 이중 무상원조는 98%, 

유상원조는 1.7%에 불과하다(한국수출입은행, 2013). 이에 비해 한국 ODA는 무상원조의 비

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연도 총 양자간 원조 비구속성 부분구속성 구속성 비구속성 비율
2001  144.79   2.22  6.01  136.56  1.5 
2002  214.46   3.35 19.12  191.98  1.6 
2003  266.62   6.66 45.13  214.83  2.5 
2004  410.08  17.20 61.51  331.37  4.2 
2005  555.34  14.34 89.09  451.91  2.6 
2006  524.65   9.99 97.70  416.96  1.9 
2007  808.56 199.74 94.83  513.99 24.7 
2008 1,197.74 428.84 89.79  679.11 35.8 
2009 1,270.12 614.61 -  655.51 48.4 
2010 1,589.61 567.54 - 1,022.06 35.7 
2011 1,341.74 685.33 -  656.41 51.1

출처: 한국수출입은행(2013)

<표 2> 비구속성 원조 현황 (약정기준)
(단위: 백만불, %)

2) http://www.index.go.kr(검색일: 201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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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조의 양적 측면에서의 발전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원조의 질이다. 특히, 

원조를 비구속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원조 효과성 논의와 함께 진행되었다. 국제사회는 개

발협조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4월 OECD DAC 회원국에 대해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에 대한 원조를 전액 비구속성 원조로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2005년 파리에서 가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 회의에서는 파리 

선언을 채택하여 개발원조의 비구속성을 높이고 수원국의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조효

과성을 높일 것도 권고하였다. 

한국의 경우 비구속성 원조비율이 현저히 낮아 DAC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2011년 현재 한국의 전체 원조에서 비구속성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1.1%이다. 2000년

대 초반 총 원조에서 비구속성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내였던 것에 비하면 월등히 

늘어난 수치이지만, 그럼에도 2011년 다른 DAC 국가들의 평균치인 83.5%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한국수출입은행, 2013) 

DAC가입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동료검토에 따르면 한국은 ODA전략 재정비, 자원 확대 

및 적정배분, 통합추진체계 관리 강화, 책무성 및 일관성 확보의 측면에서 28개의 권고사항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양자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받았는데,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비구속성 원조의 증대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로드맵에 따르면, 한

국은 개발원조 중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을 2015년까지 75% 수준으로 확대하고, 무상원조의 

경우 2015년까지 100%, 유상원조의 경우 50%까지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또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2014년 

중으로 중점협력국의 수를 축소하고 대상국가 중 최빈국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원조가 구속성 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으

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원조의 구속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총계 구속성 비구속성 부분구속성 미보고

원조 건수 4592
4017

(87.47%)
387

(8.42%)
10

(0.21%)
178

(3.9%)
주: Afghanistan, Armenia, Azerbaijan, Bangladesh, Bhutan, Cambodia, China, Georgia, India, Indonesia, 

Iran, Iraq, Jordan, Kazakhstan, Kyrgyz Republic, Laos, Lebanon, Malaysia, Maldives, Mongolia, 
Myanmar, Nepal, Pakistan, Philippines, Sri Lanka, Syria, Tajikistan, Thailand, Timor-Leste, 
Turkmenistan, Uzbekistan, Vietnam, Yemen 총 33개국 포함

출처: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표 3> 한국의 대 아시아 원조 중 구속성 원조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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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에 등재된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 지역에 

제공된 원조 중에서 구속성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표 3>과 같다. 2011년 현재 아시아 지

역에 제공된 원조 중 구속성 원조의 비율은 87.47%로서, 부분구속성 원조와 미보고 건수까

지 포함한다면 전체 구속성 원조의 비율은 91.58%로 나타나 원조의 대부분이 구속성 원조

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DAC 가입 이후 비구속성 원조를 강화 및 확대하고 

구속성 원조를 감소시킨다는 한국 정부의 선진화 계획 및 DAC 권고사항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한국 ODA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비구

속성 확대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이 된 한국은 그간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

들을 연결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일종의 ODA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ODA의 구속성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ODA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ODA의 집행에 있어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Ⅳ. 연구 가설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인 ODA 구속성 여부에 대한 영향요인은 크게 수원국의 정치체

계, 국가 간 교역, 원조의 부문별 특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수원국의 정치체계(political system)

현재 OECD/DAC 회원국들은 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역사적 유대관계를 중심으로 원

조를 배분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점지원 원조대상국을 지정하여 원조의 집중과 선택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장현식, 2006). 특히,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이념 및 정치제도의 차이가 원조

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Gates and Hoefler, 2004).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수원국의 정

치체계와 관련된 변수들, 즉 수원국의 정치적 자유나 정치체제, 민주주의의 정도 등이 원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lesina and Dollar, 2000; 장현식, 2006).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수원국의 경우, 정치체제가 안정되어 있고 상호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통해 원조의 투명성 확보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에서 공여국의 입장에서 보

았을 때 원조를 비구속화 할 유인이 클 것이다. 그러나 비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정치체제의 

불안정성이 높고,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부재로 인해 공여국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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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원조의 구속성을 높여 원조를 통제하려는 유인이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설 1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설 1. 수원국이 민주주의 국가일 경우 비구속성이 높고, 비민주주의 국가일 경우 구속성이 높을 것이다.

2. 국가간 교역(bilateral trade)

최근 OECD와 WTO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로 무역관련 원조(AfT: 

Aid for Trade)를 들고 있다. 무역관련 원조는 무역기회의 확대와 무역능력 배양을 통해 지

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성장효과가 전반적인 빈곤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강인수 외, 2012). 이는 교역을 통해 수원국의 경제성장 및 빈곤퇴치를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무역관련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원조를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수원국과의 무역 증가를 통한 상호간의 이익증진은 원조정책의 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재우, 2005). 이에 따르면 공여국과 수원국의 

무역이 증가할수록 수원국과의 이해관계가 커지고, 이익 증진 및 성장효과 등으로 인하여 

ODA지원 규모가 커지게 된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공여국의 이해 모델은 자국의 경제적 

이해의 확대 측면에서 ODA가 확대되었고 추진되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른다면 

무역 및 투자 관계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높은 국가들에게 더 많은 ODA를 제공한다고 생

각할 수 있다(구정우 외, 2011).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조의 효과성에 있어서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수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한국의 이익 추구를 위한 구속성 원조에서 기인하고 있

다(한홍렬 외, 2012). 따라서 한국 또한 무역이 활발한 국가에게 구속성 원조를 제공함을 통

해 한국기업들을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설 2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설 2. 수원국과의 무역량이 높을수록 구속성 원조가 높을 것이다.

3. 원조의 부문별 특성 

국제사회에서의 원조는 그 동안 양적인 측면에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점차 질적인 측면

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원조

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프로그램형 접근법(Programme-ba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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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PBA)은 이러한 원조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시키고 원조일

치, 공유국간 원조조화 등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현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

현주, 2010). 파리선언 32조 또한 PBA확대가 공여국간 원조 조율을 통한 공동 지원에 기여

한다고 보고, 2010년까지 전체 원조의 66% 이상을 PBA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목표(지표9)를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08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서베이 결과 지표9의 이행성

과가 0%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목표치 66%는커녕 공유국 평균인 44% 수준에

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 볼 수 있다. 

PBA의 하위개념이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PBA 관련 논의를 이끌어 온 것은 

섹터별 접근법(Sector-Wide Approach: 이하 SWAp)으로 이는 원조가 교육, 보건 등 특정 분

야의 전략이행을 위해 실시될 경우를 의미한다. SWAp는 거시적인 범위가 아니라 특정 섹

터에 관한 것으로 목표와 투입-산출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뚜렷하며 위험 요소의 통제가 용

이하여 그 활용이 크다. 그러나 프로그램형 접근 및 섹터별 접근에 관한 방향성만 제시될 

뿐 그 실질적인 분석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파리선언에 따라 섹터별 접근 역시 

섹터의 구분에 관계없이 비구속성 원조가 주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섹터별로 이

해관계가 달라지므로 공여국의 원조 특성이 달라진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OECD/DAC는 원조의 부문을 교육･보건･인구 및 기타 사회분야, 경제 분야, 생산 분야, 

다부문분야, 프로그램지원, 부채관련 지원, 인도적지원 등 크게 9가지로 구분하고 다시 각 

섹터별로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부분구속성 및 미보고 건수를 합한다면 전

체 4,592건의 개별 원조 사업 중 이에 비해 다른 부문의 경우 교육, 기초생활 등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경제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도주의적 원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설 3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설 3. 경제적 인프라와 같이 경제 부문에서 원조가 이루어질 경우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속성이 높을 것이다.

4.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OECD의 Creditor Reporting System(CRS)에 등재된 개발원조

(development aids) 자료로서, 이는 전 세계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개별 개발원조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3)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개별 원조는 CRS에 기재된 최소

3) CRS 자료는 공여국의 자기보고(self-reporting)로 이루어진 자료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원조와 관

련하여 현재 가장 포괄적이고 거의 유일한 자료이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물론 현

장조사나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심도깊은 분석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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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원조를 의미한다. CRS 자료를 통해 원조의 공여국과 수여국, 원조의 성격, 원조활동

에 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본고의 연구질문은 개별사업이 어떠한 조건에서 구속적이거나 비구속적인가에 관한 것이

다. 개별사업의 총액을 종속변수로 삼을 경우,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로 측정되는 일반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변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원조 총액에 미치는

가를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원조의 구속성과 비구속성의 여부를 분석할 수 없으

며, 규모가 매우 큰 개별사업에 의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논문은 ODA

의 구속성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구속성 여부는 명목 자료(nominal data)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두 집단 혹은 그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

어진 경우에 개별 관측치들이 어느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계 알고리즘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분석 목적

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일반 회귀분석과 유사하나 종속 변수가 명목척도로 측정된 범주형 

질적 변수인 경우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반회귀분석과 차이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STATA SE 12.0을 활용하였다.

5. 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ODA의 구속성 여부이다. 분석의 단위는 한국 ODA의 다양한 공여

기관이 아시아 국가에 제공한 최소단위의 개별 원조이며, 구속성이 있는 경우를 1로, 비구

속적 원조를 0으로 측정하였다.4) 부분적으로 구속성이 있는 경우(총 10개)와 미보고 된 원

조의 경우(총 178개)는 그 수가 매우 적으며,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독립변수의 경우 먼저 수원국의 정치체계 변수는 Marshall and Jaggers(2012)의 ‘Polity IV 

Project(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10)’의 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Polity IV Project의 자료 중 Polity2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Polity2 지표

는 -10점부터 10점까지의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민주화 수준이 높음을 

루어질 것이다. 

4) 본 연구에서 한국 ODA의 수원국 중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이유는 한국 ODA에서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원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 ODA의 구속성 여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수원

국이 다양화 되면서 아시아 국가 이외에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과 국가에 원조가 집행되고 있는 

현실로 미루어보아 향후 수원국의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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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한국과 수원국 간의 국가간 교역의 경우 무역협회가 제공하는 국가무역통계포털

서비스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5) 단위는 10억불로 처리하였다. 원조의 부문별 특성은 각 원

조의 부문별(sector)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부문은 모두 6가지로, 제

1부문의 ‘사회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social infrastructure and service)’, 제2부문의 ‘경제 인

프라 시설 및 서비스(economic infrastructure and services)’, 제3부문의 ‘생산부문(production 

sectors)’, 제4부문의 ‘다부문 및 범분야(multi-sector/cross-cutting)’, 제8부문의 ‘인도주의적 지

원(humanitarian aid)’, 제9부문의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 of donors) 관련 분야’가 해당된

다. 나머지 섹터의 경우 원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제2부문인 경제인

프라시설 및 서비스에 원조가 제공된 경우 1으로, 그 이외의 부문에 원조가 제공된 경우를 

0로 처리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인구규모, 정부규모, 무역규모, 경제규모, 공여기관 등 다섯 가지 변수를 고

려하였다. 앞의 네 변수는 모두 Heston, Summers and Aten(2012)의 ‘Penn World Table 7.1’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구규모의 경우 해당 국가의 인구수를 로그값으로 변환하여 정규분

포화하였다. 정부규모와 무역규모는 각각 GDP 대비 정부지출 및 무역(수입+수출)이 차지하

는 비중으로 측정하였으며, 경제규모는 해당 국가의 1인당 GDP로서 단위는 백달러로 처리

하였다. 또한 분석에 있어 종속변수와 동일한 시점에 측정되는 변수 간 ‘자기상관(serial 

correlation)’으로 인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에는 1년의 시차

를 둔 지연값(lagged value)을 사용하였다.

Ⅴ.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다음 <표 4>는 각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표 5>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나타

낸 자료이다. 

5) http://stat.kita.net(검색일: 2012. 10. 10)



136 ｢행정논총｣ 제52권 제1호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구속성 여부 .912 .283 0 1

독립
변수

수원국의 정치체계 2.033 6.567 -9 10

국가간 교역 7.955 23.611 .001 188.411

원조의 특성 .210 .407 0 1

통제
변수

공여기관의 특성 .998 .042 0 1

인구규모(log) 10.235 1.570 5.9805 14.100

정부규모 34.639 24.667 10.684 117.096

무역규모 99.323 42.610 30.518 195.013

경제규모 33.198 19.629 9.770 137.059

<표 4> 변수의 기초 통계량

1 2 3 4 5

1. 수원국의 정치체계 1.0000 - - - -

2. 국가간 교역 -.1210*** 1.0000 - - -

3. 원조의 특성 .0723*** -.0074 1.0000 - -

4. 공여기관의 특성 .0054 .0091 .0089 1.0000 -

5. 인구규모(log) -.0149 .5154*** .0772*** .0158 1.0000

6. 정부규모 .2939*** .0616*** .0989*** -.0418*** .2907***

7. 무역규모 -.1312*** -.0717*** -.0639*** .0081 -.2473***

8. 경제규모 .0033 .2862*** .0159 -.0356 .0416***

6 7 8 - -

6. 정부규모 1.0000 - - - -

7. 무역규모 -.2246*** 1.0000 - - -

8. 경제규모 .5124*** .1468*** 1.0000 - -
주: *p<0.1, **p<0.05, ***p<0.01

<표 5>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2.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속성여부와 관

련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6>은 분석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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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Coefficient Robust Std. Err P>|z|

독립
변수

수원국의 정치체계 -.0315*** .0094 0.001

국가간 교역 .0018 .0030 0.539

원조의 특성 2.223*** .2933 0.000

통제
변수

공여기관의 특성  3.658*** 1.127 0.001

인구규모(log) -.0620 .0504 0.218

정부규모 .0016 .0033 0.634

무역규모 -.0027* .0014 0.051

경제규모 .0033 .0044 0.449

상수 -.6766 1.232 0.583

Number of Obs 4247

Wald chi2 78.32

Prob>chi2 0.0000

Psedo R2 .0559

Log pseudolikelihood -1188.296
주1) *p<0.1, **p<0.05, ***p<0.01
주2) 개별 원조 중 부분구속성(partially tied) 원조, 미보고(undeclared) 건수 및 결측치를 제외한 총 4425개

가 분석의 대상이 됨

<표 6> 구속성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분석결과, 한국이 아시아 국가에 제공하는 원조의 구속성 여부에는 수원국의 정치체계와 

원조의 부문별 특성(경제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 원조)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국가간 교역이 원조의 구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한 가설 2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공여기관의 성격과 무역규모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원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원조의 구속성은 낮은 것

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즉, 수여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비

구속성 원조가 많이 이루어지며, 민주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경우 구속성 원

조가 자주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원국의 민주주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수원국이 

원조를 집행함에 있어 상호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라는 과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목적에 충실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기존

의 연구에 따르면 비구속성 원조는 구속성 원조에 비하여 조달비용을 낮춤으로 원조효과성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Jepma, 1991).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수원국에게 구속성 원조보다

는 비구속성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므로, 원조 결정에 

있어 수원국의 민주주의 정도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로 인해 민주주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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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국가일수록 구속성 원조가 제공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가간 교역의 경우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가설 

2은 기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제 원조의 집행에 있어 상대국과

의 무역 수준이 매우 높고 긴밀한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원조의 양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공여국과 수원국 간 무역은 한

국 ODA의 구속성 여부와는 크게 관련이 깊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는 원조의 부문별 특성에서 경제 분야 원조의 경우 구속성 원조가 제공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 인프라 부문에 지원된 원조의 경우 

다른 부문에 대한 원조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구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

택되었다. 즉, 통신이나 건설 등 경제 기반시설 및 인프라 시설은 대부분 그 목적이 명확하

고 우리나라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구속성 원조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반

면, 교육이나 보건, 인도주의적 지원과 같은 원조는 비구속성 원조를 통해 수원국이 원조의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원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공여기관과 무역 규모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 <표 7>은 공여기관의 성격에 따라 원조를 분류한 표이다. 표에 따르면 

전체 4,592개의 원조 프로젝트 중 ODA 실질적 집행과 관련성이 높은 KOICA와 KEXIM에

서 담당하는 원조의 경우 외교부나 기획재정부의 원조에 비해 구속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하지만,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의 원조가 전체 원조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에 지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부여하기는 무리가 있다.   

KEXIM KOICA MISC MOFAT MOSF 전체

비구속성 0 237 144 5 1 387

구속성 17 3558 440 0 2 4,017

부분구속성 0 0 3 0 7 10

미보고 61 97 12 0 8 178

전체 78 3,892 599 5 18 4,592

<표 7> 공여기관의 성격에 따른 분류

마지막으로 통제변수 중 무역 규모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6) 다만 외교부나 기획재정부와 달리, 원조의 집행에 있어 KOICA와 KEXIM 등의 경우 다양한 이익집

단과의 보다 넓은 접촉면으로 인해 이익집단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원조프로젝트의 구속성을 높였을 

것이라고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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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규모는 수원국의 GDP 중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

정하였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원국의 무역규모가 낮을수록 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ODA에 있어서 구속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OECD Stat의 

CRS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조의 구속성에는 수원국의 정치체

계와 원조의 부문별 특성(경제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 부문 원조)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원조 집행기관과 수원국의 무역규모 역시 ODA 구속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구속성이 낮아진다는 분석결과는 만약 한국 

ODA의 비구속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목표는 민주주의 국가에 더욱 많은 원조를 제공함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마찬가지로 경제부문보다는 다른 부문들에 원조를 제공함

으로 비구속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한국은 2011년 OECD/DAC 가입 이후 원조의 비구속화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강하게 받

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히 ODA의 규모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ODA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ODA의 질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깊이 고민할 점은 비구속성 원조에 대한 강조가 조건 없는 원조를 통해 원조효과성을 

높여 개발도상국의 빈곤 타파와 경제발전을 보다 빨리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이지만, 

이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한국 개발원조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

다. 즉, 한국 ODA의 비구속화는 당위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넘어 한국적 상황과 수원국의 

발전 맥락을 동시에 고려한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필요로 한다. 즉, 사업의 특성과 규모, 수원국의 특성을 고려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원조를 비구속화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원조의 비구속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조의 비구속화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이외에도 ODA의 구속성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

은 상당한 국내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향후 한국은 개발원조 총액을 2012년 현재 

GNI대비 0.14%에서 2015년 0.25%로 증가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급증하는 개발원조

에 대해 어떻게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원조가 사용되어지는

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선진공여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국제적 규범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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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의 비구속화가 실제로 한국의 원조효과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가 매우 시급

하다. 즉, 한국과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한국 ODA의 높은 구속성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실증적 분석에 기반을 둔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

국 ODA의 구속성 여부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한 본 연구는 보다 심도 깊은 후속 연구

에 앞선 탐색적(exploratory)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원조의 구속성 여부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보완하

기 위하여 개별 원조 차원에서의 실증분석을 실시하는데, 이는 향후 ODA 연구의 다양성 측

면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본 연구는 

2011년 아시아 국가들에게 대한 한국의 원조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수원국의 특성을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특성만을 고려하였다는 점 역시 지적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ODA의 구속성을 실증적･경험적으로 분

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향후 공여국과 수원국의 특성을 보

다 면밀히 검토하여 분석에 포함시키고 연구를 시공간적으로 확장함을 통해 후속연구를 진

행한다면 ODA의 구속성과 관련한 폭넓은 논의를 전개하고 정책수립에 있어 일조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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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ied South 

Korean Aid

Young Ho Eom, Joungyoon Hwang, & Heon Joo Jung

As an emerging donor, South Korea is striving to enhance the quality and increase 
the volume of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Despite numerous discussions 
of Korean aid effectiveness, there have been few empirical works on the conditions 
under which aid is or is not tied, which has a considerable impact on aid effectiveness. 
Unlike prior works that examine South Korea's fragmented aid system, national 
interest, and recipient needs, this paper takes a closer look at factors such as the 
political systems of recipient countries, bilateral trade, and aid sectors.　It turns out that 
aid is tied when a recipient country is non-democratic and aid is provided for 
economic infrastructure and services. This empirical result will help aid providers 
devise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DA, which in turn will increase 
public support for more aid.

【Keyword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development cooperation, tied

aid, untied aid, aid effective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