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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지위에 있었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1995년에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원국 지위에 

있는 동안, 기술, 자본재,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조를 받았고, 향후 경제

성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여 도로, 항만,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였고, 특히 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울산, 창원, 여천, 구미와 같은 배후도시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

을 지원했던 경험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발전 단계에서 도시화는 내수 소비가 활

성화되고 경제발전의 거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원조 활용 경험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산업단지, 인프라 정비, 주택공급 등 도시개발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1950

년대 이후 수 조 달러 규모의 개발원조 자금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60여년의 원

조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원조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원조

와 경제성장의 관계, 원조와 빈곤퇴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수

원국의 도덕적 해이와 원조의 수원국 거시경제에 대한 왜곡, 프로젝트와 프로그

램  등 원조의 수단 선택, 수원국-공여국 정부 간의 암묵적 연계, 원조 전용가능

성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결국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원조가 수

원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도달하여, 목적한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인프라스트럭쳐와 

도시화에 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인프라스트럭쳐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

구하는 선행연구들은 미국,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선진국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연구의 초

점은 인프라의 양과 자본 축적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데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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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국가의 분류를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원조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

하는 흐름이 있다는 점과 GDP가 낮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가 대부분 원조를 통

해 구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조를 통한 자본 축적의 경제성장의 효과를 살

펴볼 필요성이 있다. 도시화는 경제성장에 대하여 역U자형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생략된 채 과도한 집중만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논

문에서는 도시화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인프라 원조가 투입되었을 때 경

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와 인프라의 질적 또는 양적 부족 현상을 겪는 개발도

상국의 경제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인프라 중심의 공적개발원조가 실

질적인 영향을 갖는 것인지를 솔로우 경제성장 모델을 활용한 횡단면 분석 및 패

널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41개 개발도상국을 대상

으로 확장된 솔로우 경제성장 모델을 활용하여 인프라ODA와 경제성장의 관계, 

도시화와 경제성장의 관계, 인프라ODA와 도시화의 상호작용과 경제성장의 관계

를 분석한다.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인프라 자본 축적이 경제성장에 영향이 있는

지를 실증하고, 도시화 과정과 상호작용을 이루는지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

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프라 ODA의 연간 규모는 시기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이 있지만, 전

체적인 추세로 볼 때에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규모가 증가하는 동시에 사업의 

수도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인프라

ODA 사업의 평균 규모는 작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패널회귀분석결과 모든 표본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인프라 부

문의 공적개발원조는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1인

당 인프라 ODA가 1%p 상승하면 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는 0.0105%p 만큼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0.0235%p), 중저소득

(0.0201%p) 국가에서는 인프라ODA를 통한 자본축적이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

으나, 고중소득 국가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중소득 

국가에 대해서는 인프라ODA 외에 고중소득 국가에 적합한 ODA 지원수단을 강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회귀모형에 도시화율, 수위도시 인구집중율 및 인프라ODA와의 교차

항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시화율 및 교차항도 경제성장에 대하여 

양의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프라ODA의 영향력 보다 교

차항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항의 부호에 따른 결과를 해석하

면, 인프라ODA를 통한 자본축적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도시화율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는 인프라

ODA를 통한 자본축적이 많을수록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어: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 경제성장 지원, 인프라ODA,     

 수위도시 인구집중, 공적개발원조 공여 전략

학  번: 2006-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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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1950년대 이후 수 

조 달러 규모의 개발원조 자금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60여년의 원조에도 불구하

고 빈곤에서 벗어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원조의 제공에도 불구

하고 상당수의 국가들이 빈곤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원조와 경제성장의 

관계, 원조와 빈곤퇴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수원국의 도덕적 

해이와 원조의 수원국 거시경제에 대한 왜곡,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원조의 수단 

선택, 수원국-공여국 정부 간의 암묵적 연계, 원조 전용가능성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결국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원조가 수원국이 가장 필요로 하

는 분야에 도달하여, 목적한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인프라스트럭쳐와 

도시화에 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인프라스트럭쳐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

구하는 선행연구들은 미국,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선진국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연구의 초

점은 인프라의 양과 자본 축적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데 있었

기 때문에 국가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원조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하

는 흐름이 있다는 점과 GDP가 낮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가 대부분 원조를 통해 

구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조를 통한 자본 축적의 경제성장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도시화는 경제성장에 대하여 역U자형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생략된 채 과도한 집중만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화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인프라 원조가 투입되었을 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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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산하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2015년까지 개발도상국에 공여해야 하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0.25% 수준(약 3조 5천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우리

나라와 수원국 양측에 이익이 되는 원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기

본법(2009)이 제정되고, 원조 공여 주체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수출입은행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수원국 지위에 있는 동안, 기술, 자본재,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의 원조를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목적으로 사용

하였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 고찰을 통한 원조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원조사회의 후발 

주자로서 공여 선진국과는 차별되는 내용과 전략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며, 전통적으로 원조수요가 많았던 경제,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하여 인적자원, 

행정·ICT, 농어업, 국토건설, 산업에너지,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수원국에 전수할 계획이다. 특히,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여 도로, 항만,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고, 울산, 창원, 여천, 구미와 같은 

배후도시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했던 원조 활용 경험은 우리나라가 교통, 

산업, 주택 등 인프라 중심의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적

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와 인프라의 질적 또는 양적 부족 현상을 겪는 개발도

상국의 경제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인프라 중심의 공적개발원조가 실

질적인 영향을 갖는지를 솔로우 경제성장 모델을 활용한 횡단면 분석 및 패널분

석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41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확장된 솔로우 경제성장 모델을 활용하여 인프라ODA와 경제성장의 관계, 도시화

와 경제성장의 관계, 인프라ODA와 도시화의 상호작용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

한다.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인프라 자본 축적이 경제성장에 영향이 있는지를 실

증하고, 도시화 과정과 상호작용을 이루는지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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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OECD에서 분류하는 수원국가는 147개국에 이르고 있으나, 국가의 규모가 

여타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작거나 통계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국가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표본이 될 수 있는 국가의 수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가 경

제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화된 성장 모형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표본 대상 국가에서 바레인, 가봉,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석유자원을 기반으

로 하는 나라는 제외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GDP 대부분은 부가가치가 아닌 현존

하는 자원의 채취를 반영하거나, 표준 경제성장모형에서 가정하는 경제성장 경로

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구 사회

주의 국가들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상과 같은 자료의 제약과 경제성장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분석대상국가는 41개 국가이며 목록은 

[표 1-1]과 같다.

자료 수집의 기간은 모형 입력에 필요한 변수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1970~2009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의 구분을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

리카로 하였고, 소득에 따른 구분은 OECD DAC의 수원국 분류에 의해 저소득국, 

중저소득국, 고중소득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도시화 속도에 따라 인프라 부문

의 수요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대상국 중 연간도시인구 변화율의 평균을 

넘어서는 국가와 이하의 국가로 나누어 그 차이를 고찰하였다. 남미 국가는 16개 

국가로 중저소득국과 고중 소득국에 속해 있고, 아시아 국가는 11개 국가로 소득

별로 비슷한 수의 국가가 분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는 14개 국가로 저소득

국에 상대적으로 다수의 국가가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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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소득국 중저소득국 고중소득국 계

남미 -

Bolivia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Paraguay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Dominican Rep.

Ecuador

Jamaica

Mexico

Panama

Peru

16

아시아

Bangladesh

Cambodia

Laos

Nepal

India

Indonesia

Philippines

Viet Nam

China

Malaysia

Thailand

11

아프리카

Benin

Burundi

C. African Rep.

Malawi

Mali

Senegal

Togo

Uganda

Cameroon

Congo, Rep.

Kenya

Algeria

Mauritius

Tunisia

14

계 12 13 16

* 굵은 글씨의 국가는 도시지역 연간 인구성장율의 평균을 넘는 국가를 의미함

[표 1-1] 연구 대상 국가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공급을 위한 공적개발원조를 연구의 대

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은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 및 기

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재개발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1). 도시개발에서 일

차적인 대상물은 ‘토지’이며 토양·지질·지형·지하수위 및 투수성과 같은 내용을 물

리적 특성이라 하며, 도시 개발은 도시가 성장·변화함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도시공간을 창출, 공급하는 행위로서, 도시 외곽지역에서 농업용 등 비도시적 용

도의 토지를 택지 등의 도시용 토지로 전환하거나(신개발 또는 신규개발), 기성시

가지에서 기존의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대체하는 방식(재개발)으로 나타난다. 기

본적으로 도시개발은 시장(市場)에서 개발 수요와 공급의 경제적 메커니즘을 통

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공공(公共)이 정책적으로 

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개발론”, 서울: 보성각.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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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기도 한다2). 공공의 개입은 도시개발이 시장원리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공

급되기 어려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최소 공급 기준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지게 된다. 

구분 공공시설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항의 각 목)

1. 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 설비, 방송ㆍ통

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

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

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

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표 1-2] 공공시설의 범위

관련법으로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있으나, 제 법률이 공공시

설의 정의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어, 

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경제개발협력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는 원조 목적 코드(CRS: Creditor 

Reportin System)를 활용하여 원조 형태를 ‘목적’에 따라 사회, 경제, 생산, 다

부문 분야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사회 부문은 교육, 보건, 인구, 식수, 공공

정책 등에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를 의미하고, 경제 부문은 운송, 통신, 에너지, 

금융 분야 등을 포함하며 생산 부문은 농림수산·산업·무역 등의 산업 분야로 구성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다부문 분야는 환경보호 및 기타 다부문을 일컫는다.3) 

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개발론”, 서울: 보성각. p.47.

3) ODA KOREA, “국제개발협력 지원현황 및 전략 - 분야별 지원 실적 및 추이”, 
http://www.odakorea.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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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종

분류

1. 토목: 도로, 항만, 상수도, 단지조성, 철도공사, 하수도, 댐, 공항, 기타

2. 건축: 주택, 사무실, 공장, 병원, 호텔, 학교, 상업시설, 콘도미니엄, 기타

3. 산업설비: 발전소, 화학공장, 가스처리시설, 정유공장, 가스시설, 정유시설, 일반공

장, 원유시설, 기타

4. 전기: 송전시설, 변전시설, 배전시설, 기타

5. 통신: 전화공사,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

6. 용역: 설계, 종합, 조달, O&M, CM, 감리, 기술지원, 시운전, 기타

[표 1-3] 해외건설협회의 분류

OECD에서 제공하는 원조 목적 코드4)와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

설의 범위, 해외건설협회의 수주 실적 분류항목을 바탕으로 운송, 통신, 주택 및 

도시개발, 수자원, 에너지, 다부문으로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자료의 활용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최대의 기간인 1970~2009년으로 하였

다. 

4) 본문에서 밝힌 4개 부문은 다시 DAC분류-세부분야로 분류된다. 공여국의 원조는 이 중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공여 실적이 집계가 되며, 우리나라의 원조 실적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매년 “대
외무상원조 실정 통계”라는 제목으로 제공되고 있다. 상세한 원조목적코드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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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구성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3 연구의 구성

이론 연구

제2장  개념 및 이론 고찰 

2.1 공적개발원조와 국제개발협력

2.2 공적개발원조와 경제성장의 관계

2.3 인프라스트럭쳐와 경제성장

2.4 원조와 인프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2.5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과 경제성장

2.6 솔로우 경제성장모형

연구 설계

제3장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요약

3.1 분석방법

3.2 분석자료 요약

제4장  인프라ODA와 경제성장의 관계 제4장  도시화 과정과 경제성장의 관계

실증 연구

4.1 합동 OLS 분석결과

4.2 패널회귀모형 분석결과

4.3 소결

5.1 도시화 과정 변수의 단위근 검정

5.2 모형의 타당성 검토

5.3 분석결과

  제6장  결 론

6.1 연구결과 요약

6.2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함의

[표 1-4]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도시화가 진행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부문 공적개발원조

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및 도시화와 인프라 부문 공적개발원조의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사전적 

고찰, 그리고 사용된 분석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적개발원조

는 수원국이 기존에 갖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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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역별, 소득별, 도시화 진행 

수준별 인프라ODA의 효과를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다루기 위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인프

라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 접근과 선행연구 검토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근저에는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적개발원조의 개발도상국

에 대한 효과성 문제가 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전반적인 흐름

과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적개발원조

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개념적 고찰, 공적개발원조와 경제성장의 관계, 인프라

스트럭쳐와 경제성장의 관계, 도시화와 경제성장의 관계, 공적개발원조와 인프라

스트럭쳐,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문제를 설

정한다. 또한, 분석방법인 솔로우 모형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진다. 

3장은 본 논문에 사용된 분석방법과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프라ODA를 통한 자본축적, 도시화 과정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솔로우 모형을 활용하였는데, 인프라ODA와 도시화 과정의 변

수가 포함되는 수식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 있다. 

4장에서는 2장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대하여 3장의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실증분석이다. 4장에서는 먼저 인프라ODA를 투입요소로 하

는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연구의 대상이 되는 41개 국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 

지역별, 국가의 소득 수준별, 도시화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5장은 도시화 과정을 국가 내 수위도시로의 인구집중율과 도시지역 인구증

가율로 구분하여 경제성장과의 관계와 인프라ODA와 도시화의 교호작용의 경제성

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6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 이상에서의 연구를 요약하고 그 의의를 논하며,

인프라 중심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의 한계와 향후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이루어져

야 할 국제개발협력의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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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념 및 이론적 고찰

2.1. 공적개발원조와 국제개발협력

1) 개념

1950년대 최빈국에 속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경제성

장의 결과로 2009년 원조를 제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

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DAC)에 가입한 이후로, 우리나

라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및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외원조, 개발원조, 공적자금 등의 유사 용어는 물론 이 두 개

념에 있어서도 명확한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학술연구, 정부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을 해치거나 국민들의 정책 이해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5) 유사용

어 등과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공적개발원조는 국가 

간 자금 흐름의 여러 종류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금을 지칭하고, 국

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

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을 

의미하여 공적개발원조보다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OECD/DAC는 공적개발원조를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

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양허적 성격의 자금’으로 정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될 수 있는데, 유상으로 제공될 경우 증여율이 25% 이

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공되는 대상은 OECD/DAC에서 정하는 수원국 리스

5) 김민주, 2012, “공적개발원조의 유형별 예산변화에 대한 패턴 분석: 단절균형 예산이론의 적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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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속하는 국가이거나 해당 국가들을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여야 한

다고 정하고 있다. 개발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국제협

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협력분야를 경제분야로 한정하

지 않고, 사회·문화·학술교류 등도 포함한다. ODA와 유사한 개념으로 ‘Foreign 

Assistance', 'Economic Assistance', 'Economic Aid', 'Development Aid' 등도 

사용하고 있으나 OECD/DAC는 ODA를 공식용어로 정하고 있다6). 원조의 목적으

로 제공되는 자금이라 하더라도 증여율이 25%에 미치지 못하는 자금은 기타공적

자금(Other Official Flow)로 분류되고, 여기에는 공적 수출신용이나 투자금융 

자금 등도 포함된다7). 

우리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

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

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

으로 한다. OECD/DAC 가입 이후, 후속 조치에 따라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

력 기본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

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

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으로 정하고 있다8). 

위에서 말하는 개발도상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

개발원조 대상국과 지역을 말하며,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을 

기준으로 최빈국(1인당 국민총생산 100$ 이하, 48개국), 저소득국(2010년 기준 1

인당 국민총소득 1005$ 이하, 6개국), 중저소득국(2010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1006$ 이상, 3975$ 이하, 40개국), 고중소득국(2010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3976$ 이상, 12275$ 이하, 54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

에미레이트 등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는 소득에 따른 분류가 아니

다. 이들 중동 산유국의 소득수준은 선진국 이상으로 높지만 1차 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와 경제 및 정치체제 등의 낙후된 부분들로 개발도상국가로 분류된다9). 

6) 외교부, 외교통상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7) 김민주, 2012, “공적개발원조의 유형별 예산변화에 대한 패턴 분석: 단절균형 예산이론의 적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5.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2011.10.26] [법률 제10919호, 2011.7.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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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전달경로
상환조건 원조유형 및 양식

양자간

무상원조

(증여, Grant):

상환 의무 없음

예산지원(Budget Support) 

프로젝트(Project)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부채경감(Debt Relief) 

식량지원(Food Aid)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 

NGO에 대한 지원(General Support to NGOs) 

공공-민간파트너십에 대한 기여

(Contributions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개발 인식 증진(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 

유상원조

(비증여, Non-Grant):

상환 의무 있음

차관(Loans by government or official agencies)- 

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민자사업차관, 기금전대차관, 

물자차관 

혼합신용 

MDB협조융자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Co-Financing) 

차관지원비 

소액차관 

다자간
국제기구출연(분담금) 및 출자(Grants and capital subscriptions)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ending to multilateral agencies) 

[표 2-1] 국제개발협력 관련 용어의 정의

2) 공적개발원조의 유형

OECD/DAC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는 원조전달경로, 상환조건, 원조유형에 

따라 지원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10). 우리나라에서 분류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유형

은 OECD/DAC의 분류를 따르며, 여기에는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이 

있고, 양자간 개발협력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상협력’은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현금·현물·인력·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하며, ‘유상

협력’은 이자율·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협력대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

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대상국

9) 전성희, 2011, “개발도상국의 FDI유입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국제통상연구, 16(4), p.65.

10)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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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다자간 개

발협력이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및 양허성 차관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에게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11). 

우리나라는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 장관이 주관하고 있으며,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

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

구와의 협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각각 주관하고 있다12). 개발협력의 주요 재원

인 ODA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다자간개발은행에 분담금을 부담하

는 다자간 개발협력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이 수원국에 직접 원조를 

제공하는 양자간 개발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1> ODA 체계

이와같은 분류 외에 제공형태에 따라 자금원조와 기술원조 등으로 구분하거

나,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원조, 수원국 주도로 수립한 개발 프로그램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원조로 구분하기도 한다. [표 2-2]는 무상원조의 대표적인 

지원유형이라 할 수 있으나, 유상원조도 이와 같은 형태로 지원될 수 있다13).

11) 외교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 2013.7.16.] [법률 제11889호, 2013.7.16., 일부개정]

12) 최성두, 2011,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례와 프로그램 평가”, 한국지방정부

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방정부학회, p.408.

13)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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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내 용

예산지원

(Budget Support)

공여국에서 수원국 정부의 국고로 재원을 이전하여 수원국의 일반 혹은 

섹터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

프로젝트(Project) 

원조 

특정지역에 대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구체적인 목표 

혹은 결과에 도달하고자 수원국과 합의된 자원을 가지고 활동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기술수준, 지식, 기술적 노하우 및 생산능력의 향상을 통한 인적 자원

(Human Resource) 개발을 위해 기획된 일체의 지원 활동. 교육훈련, 전

문가 파견, 정책 및 기술 자문, 조사 및 연구 준비를 위한 지원 그리고 과

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여금이 해당

부채경감

(Debt Relief) 

부채탕감, 부채 재조정, 재융자, 부채 재구성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채권자의 동의 하에 채무국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포기하는 것

식량지원

(Food Aid) 

기근, 전쟁, 생산력 부족 등으로 수원국 내 식량공급이 부족할 경우 공여

국들이 자국 식량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 수원국 정부에 현금을 지원하

여 인근지역 등에서 식량을 조달하게끔 하는 대표적 물자지원

인도적 지원 

(Humanitarian Aid) 

재난 및 긴급사태 후에 생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경감하며, 인간의 존엄성

을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한 원조. 인도주의, 공정성, 중립성, 그리고 독

립성의 원칙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만 인도적 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음

NGO에 대한 지원

(General Support 

to NGOs) 

자국 및 해외의 비영리⋅비정부 기구(NPO/NGO: Non-Profit 

Organizati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해외원조활동 지원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기여

(Contributions to 

PPP)

기업, CSO와 같은 민간주체와 양다자 기관 및 정부부처와 같은 공공기관

이 특정 개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체결한 공동협의

민간자금과 전문성 활용을 통하여 ODA재원의 다양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개발 인식 증진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공여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노력과 그 필요성을 알리고, 대중의 지지기반

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위한 기금

비용 

(Administrative 

Costs) 

원조전담 및 집행기관의 행정비용 지원

ODA Korea “원조유형 및 현황” 재정리

[표 2-2] 무상원조 지원유형

예산지원방식은 다시 공여국이 재원에 대한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예

산지원과 특정분야를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분야별 예산지원으로 나눌 수 있

으며, 수원국 자체의 예산 및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에 따라 재원을 집행하고 그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공여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이 재원 배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여국과 사

전적으로 지원 원칙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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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내 용

차관

개발사업차관

(Development Project Loan) 

댐, 상하수도설비, 도로, 병원, 환경설비, 공장설비 등 개

도국의 경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기자재차관

(Equipment Loan)

특정산업부문, 특정개발계획 또는 특정사업에 필요한 기

자재 및 관련 서비스의 조달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민자사업차관

(PPP Loan)

민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개도국 정부 또

는 별도로 설립된 민자사업법인에게 지원

기금전대차관

(Two-Step Loan) 

개도국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특정분야, 특정프로그램 등

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육성 또는 자작농 지원과 

같이 다수의 최종수익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관

물자차관

(Commodity Loan) 

개도국의 긴급한 국제수지 지원 및 국내경제 안정을 위

하여 물자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

혼합

신용

평행융자

(Parallel Financing) 

동일한 사업에 지원하나 사업범위를 지원자금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각 자금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되 

통상 지원절차도 별도로 진행하는 것

(예: 동일사업 중 토목부문은 EDCF 지원, 기타 기자재 

제공부문은 수출신용 지원) 

결합융자

(Joint Financing) 

여러 자금을 혼합하여 자금 풀(Pool)을 구성하고, 동일사

업의 진전에 따라 각 자금에서 일정비율(통상 전체 혼합

비율)로 지출하는 것

사전혼합신용

(Pre-Mixed Credit) 

결합융자와 같이 동일사업 전체에 각 자금에서 일정 비

율로 지출이 발생하나, 자금 공여기관들이 여러 자금을 

사전에 통합, 하나의 금융 패키지로 재구성하여 하나의 

차입 조건에 의해 차관계약을 체결하는 것

다자

개발

은행 

협조

융자

평행융자

(Parallel Financing) 

프로젝트를 독립된 몇 개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협조융자 

기관이 분담융자하는 형태로 지원되며, 참가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차관조건, 구매절차 등을 결

정하고 독립된 차관계약(Loan Agreement)을 작성

결합융자

(Joint Financing) 

프로젝트를 독립된 부분으로 분할하지 않고 협조융자 기

관 간에 일정 융자비율만을 정해 두고 융자하는 형태

차관지원비
차관사업의 준비, 실시, 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

로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컨설턴트를 지원하는 제도

소액차관

차관규모가 2백만SDR(약 3백만 달러 상당) 미만의 소액

차관사업. 사업참여자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

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신청, 심사, 구매 등 

제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

ODA Korea “원조유형 및 현황” 재정리

[표 2-3] 유상원조 지원유형

유상원조는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성격과 자금규모 등에 따라 

이자율·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이 달라지고, 기금의 출연 주체와 활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금융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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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내 용

국제기구 출연(분담금) 및 출자

(GRANTS AND CAPITAL 

SUBSCRIPTIONS)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Contribution) 납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자본금 출자(Subscriptions)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ENDING TO 

MULTILATERAL AGENCIES)

국제기구에 양허적으로 공여된 차관

ODA Korea “원조유형 및 현황” 재정리

[표 2-4] 다자간원조 지원유형

다자간 원조의 지원유형은 국제기구 출연 및 출자와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

성 차관으로 나눌 수 있다. 국제기구 출연 및 출자는 수원국의 경제·사회 개발 

및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간접지원과 환경, 빈곤, 여성개발 등 범분야 

과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UN 등에 납부하는 분담금과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

발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자본금 출자를 통해 기여하는 비용을 가리킨

다.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은 국제기구가 원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차관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5억불 규모의 다자간원조가 지원되었으며, 2005년부터 

미주개발은행(IDB) 가입, 국제개발협회(IDA) 출자금 증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

원규모가 대폭 증가하였다.

유·무상 원조의 지원유형 사이에는 시대별로 수원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주로 사용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어 왔다. 1980년대 이후 그 이전과 동일한 

재원 규모를 사용하고, 수원국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면서도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표 2-4]는 영국의 양

자간 원조와 세계은행 그룹의 다자간 원조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1973년 전

체 원조규모의 38%에 달하던 프로젝트 원조가 1996년에는 8%까지 줄어드는 동

안에 기술지원은 33%에서 51%로, 프로그램원조는 0%에서 7%로 늘어났고, 민간

부문은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세계은행 그룹) 모두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

러한 원조 수단의 변화는 경제성장이 원활하지 않았던 원인이 자본 부족이 아니

라 인적자본을 비롯한 사회적 자본의 결핍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도국 정부가 거시경제적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다는 점과 개도국 정부에 정책이행 조건을 요구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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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73 1980 1983 1996

영국

전체 원조실적(십억$, 1996~1997가격) 2.3 N/A 1.8 1.7

전체에서 원조 방식이 차지하는 비율

프로젝트 원조 38.0 N/A 17.0 8.0

프로그램 원조 0.0 N/A 9.0 7.0

기술지원 33.0 N/A 42.0 51.0

민간부문 원조 9.0 N/A 8.0 15.0

긴급 구호 0.0 N/A 2.0 9.0

기타 20.0 N/A 22.0 10.0

전체 100.0 N/A 100.0 100.0

세계은행 그룹

전체 원조실적(십업$, 1996~997 가격) 16.7 17.8 18.5 23.5

전체에서 원조 방식이 차지하는 비율

프로젝트 원조 N/A 82.0 N/A 48.0

프로그램 원조(조정차관) 0.0 2.0 N/A 23.0

민간부문(IFC 경유) N/A 15.0 N/A 27.0

기타 N/A 1.0 N/A 2.0

전체 N/A 100.0 N/A 100.0

핀타르프 외(2009), p.206.에서 재인용

* 프로젝트 원조는 수원국 정부에 제공된 원조를 가리키고, 기타에는 부채경감 포함

**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표 2-5] 영국과 세계은행 그룹의 원조 지원실적

단기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수단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수단으로의 원조수단

의 변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원조의 효과를 점진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이는 정책개선, 기술을 포함하여 인적, 사회적 자본의 발전을 유도

하는 기술지원으로의 전환, 원조의 전용가능 억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14). 

14) 핀 타르프 외, 임을출 역 2009, “원조와 개발-교훈과 미래방향”, 서울: 한울, p.222.



- 17 -

3) 원조효과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현대적인 형태의 공적개발원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서유럽 16개국

에 대외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수립한 마샬플랜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유럽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던 원조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사

회·경제적인 개발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50년대는 자유주의수호, 60년대는 경제

성장과 근대화, 70년대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 80년대 신자유주의 구현, 90년대 

지속가능발전, 2000년대 빈곤감축과 같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이념과 목표가 

변화해 왔다. 

구 분
지배적 혹은 

부상하는 기관

공여자의 

이데올로기
공여의 초점 원조의 종류

1940

~

1950

년대

마샬플랜, UN체제 

(World Bank 포함)
계획입안 재건

마샬플랜은 대체로 

프로그램성 

원조였음

1956년부터 소련, 

미국이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음

반(反) 공산주의, 

국가가 주요 역할 

수행

지역공동체

개발운동

식량원조 및 

프로젝트성 원조

1960

년대

양자간 프로그램의 

확립

1950년대, 국가는 

생산 부문 지원

생산부문

(예: 녹색혁명지원 

그리고 인프라)

양자간 공여기관이 

기술지원과 예산지

원: 다자간 기구는 

프로젝트 지원

1970

년대

다자공여기관의 

확대(특히 WB, 

IMF, 아랍의 

재원지원을 받는 

기구들)

생산부문에서 

국가지원 존속, 

기본적 욕구 

충족지원

빈곤, 농경과 기본 

욕구(사회부문)의 

빈곤으로 인식됨

식량원조의 쇠퇴, 

수입지원 개시

1980

년대

1980년대 중반 

이래로 NGO의 

부상

시장원칙에 기반한 

공여 조정(정부의 

비중 축소)

거시경제개혁
금융 프로그램 원조 

부채 경감

1990

년대

동구권과 구소련 

연방이 공여자에서 

수원자로 변모; 

상응하는 제도 출현

20세기 말경에는 

국가의 역할 복원

빈곤, 거버넌스

(환경과 양성평등)

20세기 말에는 

부문 지원으로 이동

핀 타르프 외, 임을출 역 2009

[표 2-6] 원조의 역사적 발전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사회는 이전 시기의 식민지 관계 청산 혹은 전후 

보상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를 사용하였다. 전후 신생독립국가들이 생겨나면서 미

국은 이들 나라의 사회주의화를 경계하여 전후 재건과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마샬

플랜을 수립하였다. 마샬플랜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우선적인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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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원조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유럽 정부의 재정적인 안정

을 통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

다. 식민 지배에 있던 국가들의 독립은 1960년대까지 이어졌고, 이 시기는 양자

간 공여기관이 수원국의 생산부문에 대한 기술과 예산을 지원하는 양자간 원조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1960년대에는 다수의 다자 공여기구가 설립도 이루어

졌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 및 컨설팅 제공 등의 목적으로 미주개

발은행(1959), 아프리카 개발은행(1964), 아시아개발은행(1966)이 설립되었고, 원

조에 관한 의견교환과 정책 조정을 위해 OECD/DAC의 전신인 개발원조그룹

(DAG)가 1960년에 설립되었다15).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원조의 흐름은 빈곤에서 조정, 그리고 다시 빈곤으

로 회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발생한 석유 파동과 상품가

격 붕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부채문제를 심화시켰고, 이에 대해 IMF의 긴급

지출원조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차관이 시행되었다. 이 시기는 1970년대의 다자

간 기구의 확대, 1980년대의 NGO 부상이라는 원조기구에 있어서의 변화와 식량

원조의 감소와 구조조정 차관과 부채경감이라는 원조 종류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

이다. 한편, 1970년대 중반부터는 UN주도로 기본욕구충족(Basic Human-Need)

라는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거시지향적, 성장목표적인 원조방식

에서 미시지향적, 후생목표적 방식을 추구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 위생, 상하수

도, 영양개선사업 등도 원조의 대상이 되었다16).

1990년대는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해 동구권과 구소련 연방의 국가들이 공

여국에서 수원국으로 변하면서, 과거에 전략적 중요성을 가졌던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여국들은 원조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공여국의 수원국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

다. 이는 이 기간 10년동안 지속된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에서도 기인한 

것이다. 전 세계 원조의 총규모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2년 

15) 김충호, 2012,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발도상국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

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논문. p.9.

16) 권율 외, 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33.



- 19 -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공여국의 GNP 비율이 1982년 0.38%에서 

1997년 0.22%로 감소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생산 부문에 대한 개

발도상국 정부의 개입이 효과가 없었고, 정부의 경제성장에 대한 역량과 체제가 

미흡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공여국들은 원조이행조건을 내걸게 되었고, 개도

국 정부의 구조조정을 원조이행조건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원조의 종류에 있어서

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이라는 이분적 기준에서 프로그램 원조의 하위 개념으

로 볼 수 있는 부문별 원조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주인의

식’, ‘파트너십’, ‘참여’, ‘역량구축’, ‘지속가능성’, ‘원조조정’ 등이 부문 간 포괄적 

접근(Sector-wide Approach)의 구성요소로 등장하였다. 이 접근방식에는 부문 

투자 프로그램, 부문 프로그램 지원, 부문별 예산지원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1997년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동아시아 국가에서 빈곤발생 정도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원조 흐름을 빈곤 감소와 

인간 복지 개선으로 다시 이동시켜야 하며, 원조를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생

적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원국가의 제도수립에 이용하

여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었다17).

2000년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빈곤, 1970년대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 1990년대의 지속가능성 논의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원조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0년 UN에서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로 이어졌고, 

여기에는 2015년까지 달성할 8개 목표 즉,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

육달성,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아동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향상, 

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개발을 위한 범

지구적 파트너십 구축과 목표수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OECD/DAC는 2003년부터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을 개최해왔다. 로마(2003년), 파리(2005

년), 아크라(2008년)에서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여 각각 '조화에 관한 로마선언',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아크라 행동계획'을 제시했다18). 이상의 논의

17) 핀 타르프 외(2009), pp.87-89. 재정리

18) 이련주, 2011,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추진현황”,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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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국제적 원조규범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왔는

데, 로마선언(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은 MDGs의 효과적 실천을 

위해 원조의 조화를 강조하며, 성과중심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하였다. 파리 고위급 포럼에서는 원조효과에 대한 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채택하여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한 

5가지 핵심원칙 및 12개 성과지표를 도출했다.

핵심원칙 세부내용 성과지표

수원국의 주인의식 

(Ownership)

개발도상국 주도적으로 설정한 개발계획 수립

공여국은 수원국의 개발계획 수립 역량 지원

수원국의 개발전략 

마련

공여국 원조정책과 

수원국 개발전략의 일치

(Alignment)

원조는 수원국의 국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공여국의 원조 집행체제를 수원국의 제도 및 

절차와 일치되도록 함

원조금액의 안정성 및 비구속성 제고

공공재정관리시스템

수원국 공공 재정 관

리체제 및 정부조달

체제 활용 외 3개

원조 공여국 간 

원조절차와 실행의 조화

(Harmonization)

원조 공여국 및 기관들은 중복 지원을 피함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정기능 강화

2/3의 원조를 프로그램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공동의 제도와 절차

공동 조사 활성화

공동 국가 분석

개발성과에 중점을 둔 

원조성과관리

(Managing for Result)

수원국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

2010년까지 원조의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사업 감축

성과 중심의 관리

개발성과에 대한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호책임성

(Mutual Accountability)

원조의 지출 및 집행에 대한 투명성 제고

원조의 개발효과를 공개하는 절차 마련
상호책임성

핀 타르프 외, 임을출 역 2009

[표 2-7]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의 주요 내용

이후의 아크라 고위급 포럼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개도국의 주인의식 강화, 포괄적 개발 파트너십 구축, 개발성과 및 책임성 강화 

등이 협의되었고, 부산 고위급 포럼에서는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패러

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는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사회개발 중심

의 원조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원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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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적개발원조의 배분 결정요인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는 제3세계의 빈곤퇴

치를 가장 보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발원조사회에서 현재 최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내용도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 평등 및 여

성 인권 신장, 아동 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향상,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으

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제시된 목표들은 가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

로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방식에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보

면, 구체적인 지표나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조의 실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선진국 그룹은 위에

서 열거한 국제 사회에서 달성해야 할 가치 이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원조를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인도주의 실천이나 MDG 목

표달성 등과 같은 명목적인 것이어서 국익과 연계되어 있는 실질적인 목표나 원

칙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 정의에서

도 정치·경제·인도주의 등 다중적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여 공여국의 궁극적인 원

조목적을 파악하기 어렵다19). 

한 나라가 원조를 수행하는 이유는 각국의 복잡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국내 

이해관계자 간의 영향관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공식적인 문헌이나 보고

서에는 국익과 관련된 실질적인 목표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공적개발원조가 갖는 국제사회적인 중요성으로 인

해 배분 결정요인 및 유형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원조배분 

결정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은 “수원국 필요-공여국 이해” 합리주의

적 분석 모델이다. 1970년대 이후로 다수의 연구가 양자간, 다자간 원조를 “수원

국 필요-공여국 이해” 모델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사용된 변수는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박영호, 2008,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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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연도) 및 

분석자료(기간)

분석 

국가
설명변수 주요 결과

McKinlay and 

Little(1977, 1979)

자료: 1960-70

미국

수원국 필요: 

1인당 GDP, 1인당 칼로리 소비량, 인구 

십만 명당 의사 수, 국제 유동성 규모,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총 국내 고정 

자산 형성 규모

공여국 이해:

개발이익, 해외경제이익, 정치경제적 이

익, 선취특권(security interests), 정치

적 안정성, 민주주주의적 이익

외교적인 목적으로 원조

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Maizels and 

Nissanke(1984)

자료: 1969-70 & 

1978-80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다자원

조기관

수원국 필요: 

인구, 1인당 GNP, 삶의 질 지수

(Physical Quality of Life Index), GNP 

성장률, 국제수지

공여국 이해:

정치·안보적 이익, 투자이익, 무역이익

공여국 이해 모델은 양

자간 원조를 잘 설명하

고 있는 반면, 수원국 

필요 모델은 다자간 원

조를 잘 설명하고 있음

Mark McGilivray 

and O. Edward 

(1992)

자료: 1980-87

영국
1인당 GNP, 인구, 최빈개발도상국 해당 

여부, 신흥공업국 해당 여부

영국의 양자 원조는 인

도주의적, 상업적, 정치

적 요인에 영향을 받음

Gounder (1994)

자료: 1985-92
호주

수원국 필요:

1인당 삶의 질 수준, 1인당 성장률, 인

구, 국제수지적자

수원국 필요, 공여국 이

해 모델 모두 호주의 양

자간 원조를 잘 설명함

Shishido, Minato

(1994)

자료: 1970-89

G7

Aggregate ODA: 

명목 GDP, 경상수지, 환율, 국방비, 사

회보장비

Bilateral ODA:

인구, 1인당 GNP, Share of primary 

imports, 가공수출

국가별로 원조 배분의 

차이점이 관측됨.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는 역동성이 커지고 있

음

Neumayer(2003)

자료: 1983-97

4개 

지역개

발은행

3개 

UN

기관

인구, 1인당 GDP, 정치적 자유도, 

integrity rights, 군비지출, 무기수입, 

PQLI, 부패지수, 식민지 여부

대부분의 지역 개발은행

은 수원국의 경제적 필

요에 집중하고 있음.

UN 기관은 인간 개발 

측면에 집중하고 있음

* 출처: N. S. Cooray and Md. Shahiduzzanman(2004)에서 재정리

[표 2-8]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배분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 요약

박복영(2007)은 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 국가들의 원조유형을 인도주의

형, 경제실익형, 식민지관리형, 안보전략형으로 구분하였다. 인도주의형 원조는 

수원국의 소득수준이나 빈곤 정도 등 수원국의 필요를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는 

유형으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가 속하고, 양자 간 원조 비중이 낮고 원조의 대부분이 무상원조 또는 비구속성 

원조라는 특징이 있으며, 정치적 동맹관계나 경제개방도에 대한 고려보다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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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나 인권의 개선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실익형은 원조를 배

분함에 있어 양국 간 경제관계의 긴밀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유형으

로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페인, 그리스, 캐나다 등 7개국이 

속하고 수원국과의 무역관계와 원조가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식민

지관리형은 구식민지와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화하는 데 원조정책의 

주요한 목적이 있는 유형이다. 구식민지와 무역이나 투자 측면에서도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실익형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박복영

은 양자 간 원조의 50% 이상을 구식민지 국가에 배분하고 있는 나라, 즉, 프랑

스, 벨기에, 호주, 포르투갈, 영국을 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안보전략형은 국제

관계 유지나 자국의 안보유지 등 정치외교적 목적을 원조배분의 기준으로 삼는 

유형이다20).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마샬플랜을 들 수 있으며, 이 정책은 냉전시기

에 사회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9·11 사태 이후에는 민주주의

와 자유의 확산을 원조의 핵심적 목표로 하고 있다.

구정우·김대욱(2011)은 우리나라의 1989년부터 2007년까지의 ODA 공여 자

료를 활용하여 원조 배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여국 이해 모델에서는 한국

정부가 공여대상국과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 즉, 한국과 잠재적 수원국 간의 무

역액 및 수원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액이 ODA 공여에 대단히 중요한 결정요

인으로 분석되는 반면에 군사적 이해관계,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ODA 예산 배분 

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주의와 인도적 고려에서의 개발원조 이념과 상업적, 정치 경제적, 현실

주의적 고려에서의 원조전략은 서로 상충되거나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다. 

양자가 절묘하게 결합하고 통합된 원조 이념과 원조의 중장기적 목적을 도출하여 

합의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원조의 광범위한 방향을 정하는 전제일 뿐 아니라 

선진 공여국들 모두의 암묵적 합의이기도 하다21).

20) 박복영, 2007,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35-36.

21) 경실련 ODA Watch, 2006, “DAC 원조심사(Peer Review)의 눈으로 보는 한국 개발협력의 개선

과제”, 경실련『ODA Watch』제 1차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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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원조 정책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개발도상국의 개

발원조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선진국측의 원조정책의 조정과 전략 결정을 

하는 기관으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관련 규범을 제정하고 정책 조

정 업무 등을 통괄한다. DAC의 결정은 OECD 이사회에 권고하며 이사회의 채택

을 거쳐 가맹국에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개발원조위원회의 권고는 

대부분 이사회에서 채택되기 때문에 가맹국의 원조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2). 또한, OECD 내에서 개발협력은 경제성장, 무역확대 등 3대 

설립목적의 하나로서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개발협력위원회와 함께 3대 

핵심위원회로 알려져 있다. 

개발원조위원회는 OECD의 전신인 유럽경제협력기구의 산하에 설립되었다

가 1961년 OEEC가 OECD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개발원조그룹(Development 

Assitance Group)이 12개 회원국의 개발원조위원회로 전환되었다23). 이후 노르

웨이, 덴마크 등이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2009년말 가입승인이 이루어져 2010

년부터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

으로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사항으로는 DAC 출범 이후 채택된 정책권고의 즉각

적인 시행, DAC 사무국이 요구하는 ODA 통계 제출, DAC 전체회의 및 하부기구 

참석, 개발협력 요약보고서 제출, 정기적인 동료평가 참여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원조정책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은 DAC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

책권고의 시행과 관련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주

요한 권고는 원조의 양적 조건과 관련된 「원조공여조건에 대한 권고(Revised 

DAC 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1978)」와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권고(The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2001)」가 대표적이다24). 1978년의 원조공여조건에 

22) 지식경제부, 지식경제용어사전, http://www.mke.go.kr/mke/index.jsp

23) 권율, 2009, “OECD 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29.

24) 권율, 2009, “OECD 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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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권고에서는 원조공여국의 ODA 약정액에 대한 평균 증여율을 일정 수준 이

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2001년의 언타이드 권고에서는 원조공여 시 

최빈국 지원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과 규모를 고려하여, 해당되는 경우 반환 의무

가 없는 양허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8년 개정된 비구속성 원조 권고안

에서는 기존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에서 그 외 수원국들에 

대해서도 비구속성 원조 이행을 100%까지 장려하고 있다. 비구속성 원조의 시행

여부는 사업 추진 시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하는지의 여부로 구분하고 있으며, 예

외적으로 현금원조와 채무탕감은 국제경쟁입찰의 여부에 관계없이 비구속성 원조

로 간주되고 있다. 

개방대상(2001) 비개방 대상(2001) 비고(2008)

1. 투자 프로젝트: 건축, 기자재

- 10억원(SDR* 70만) 이상 사업

2. 물자지원: 10억원(SDR 70만) 이상

3. 개별 IRTC“” 사업: 1.9억원(SDR 

13만) 이상

- 개발조사 중 기초·실시설계, 특정 

사업 관련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등)

4. 현금지원(비구속성 원조로 간주)

- 긴급구호 및 그 외 목적 현금지원

5. NGO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지원

-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비구속성 원

조로 간주

- 구매가 따르는 NGO에 대한 ODA 

지원은 개방대상에 포함

6. 상업서비스 계약

1. FTC(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협

력(연수, 봉사단, 전문가)

- 개발조사 사업 중 타당성 조사 

및 대규모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합계획

- 개도국 개발 관련 연구

- 기술협력(TC) 프로젝트

2. Food Aid(식량원조)

3. 행정성 경비

- 대상국가에 기존 

최빈국 외에 고채

무빈국 추가

- 개방 양허금액

(SDR 70만)을 삭

제하여 규모에 관

련없이 개방

- 비개방 기술을 

최소화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IMF가 국제유동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1970년 창설

한 국제결재수단으로서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있어 개방금액의 기준단위로 사용(2년마다 

갱신하여 발표하며, 1SDR은 2012년 현재 1890.16원에 해당함. 위의 표는 조현규(2011)의 박사논

문에서 인용한 것으로 저자가 제시한 1630원으로 환산한 수치임)

**IRTC: Investment Related Technical Cooperation

출처: 권율(2009), 조현규(2011)에서 재정리

[표 2-9] 비구속성 원조 권고에 따른 최빈국, 고채무빈국에 대한 ODA 조달 개방대상

이처럼 비구속성 원조가 장려되고 있는 이유는 과거 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

진공여국들이 ODA 관련 재화 및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구속성 원조를 통해 자국의 자본재 및 물품수출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

으로 활용함으로써 ODA 재원이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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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국 국내 기업의 수출증진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발원조가 인도주의 목적과 실용주의 목적

을 동시에 갖는 특성을 볼 때, 공여국들은 무상원조를 늘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국제경쟁입찰 시 공여국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사실상 비구속성 원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실용

주의적인 원조 배분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써 개발원조를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

에 활용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에 대해 무상비율이 

낮은 대신 비구속성 차관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전략으로 국제사회의 비판

에 대응하고 있다. 

비구속성 부분적 비구속성 구속성 기타

호주 99.7 - 0.3 0.0

오스트리아 54.5 - 45.5 0.0

벨기에 100.0 - - 0.0

캐나다 80.1 - 7.4 12.4

덴마크 93.8 - 6.2 0.0

핀란드 85.3 - 14.7 0.1

프랑스 95.0 - 5.0 0.0

독일 74.7 - 25.3 0.0

그리스 39.5 0.5 60.0 0.0

아일랜드 100.0 - - -

이탈리아 58.4 1.9 38.2 1.5

일본 78.6 2.9 2.4 16.1

한국 32.3 - 67.7 0.0

룩셈부르크 99.2 - 0.8 0.0

네덜란드 94.3 - 5.7 0.0

뉴질랜드 77.1 0.3 22.5 0.0

노르웨이 100.0 - - 0.0

포르투갈 43.1 - 56.9 0.0

스페인 70.4 16.3 10.9 2.4

스웨덴 94.5 - 1.4 4.1

스위스 67.6 - 32.4 -

영국 99.9 - - 0.1

미국 68.3 - 31.5 0.2

회원국 전체 79.4 1.1 16.3 3.1

출처: 외교통상부, 2011년 기준

[표 2-10] DAC 회원국의 비구속성 원조 제공 현황

우리나라는 2010년 수립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5년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75% 수준으로 확대하고 유상원조에 대해서는 50%, 무상원조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최빈국 및 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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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빈국 대상 원조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기타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 순으로 점

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현지 및 국제입찰 활용역량 강화, 

수원국 조달시스템 활용 확대, 다자개발은행 협조융자 확대, 프로그램 차관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5).

원조 체계와 관련되서는 지역별 정책기조와 유무상을 통합한 중점협력국가

를 선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

별 정책기조를 통해 ODA 전략과 재원배분의 기본틀을 설정하여 원조의 예측가능

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원조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

안에 나타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시아에 대해서는 지리적 근접

성, 문화적 친근성 등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최우선 중점지원 

기조를 유지하며, 양자원조의 55%내외를 지원하되 빈곤정도와 발전단계 및 채무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아프리카는 빈곤감축을 위한 인

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과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중심을 두고 협력을 확

대하며, 양자원조의 20%내외를 지원하고, 고채무빈국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대부

분의 원조가 무상원조의 형태를 취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남미는 우리의 개발경

험 및 발전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들로부터 오는 개발협력 수요에 대응

하여 지원을 확대하며, 양자원조의 10% 내외를 지원하고, 소득불평등 개선과 경

제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동·CIS 지역은 이라크 등 

취약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에 

맞도록 추진하며, 양자원조의 10% 내외를 지원하고 전후복구 등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 및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원조소외국을 지정하고, 인도적 지원확대, 개발경험 전수, 기술협력,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26).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원조가 지나치게 많은 국가(104개)와 국제기구(60)에 

너무 많은 사업(1073개)을 지원하는 분절화 문제를 안고 있음으로 해서, 효과적

인 원조를 펼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유·무상 원조를 통합 연계하고, 중점협

25) 외교통상부 개발협력, http://kice.epart.net/contents.do?contentsNo=100&menuNo=339

26) 국무총리실 외 관계부처 합동,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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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국을 선정하여 원조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중점협력국가는 

26개국으로 통합·운영되며 최소 지원비율을 유무상 각각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한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상위 10개국 60.0 70.2 56.2 44.7

상위 20개국 75.9 83.3 76.0 64.9

상위 30개국 85.5 91.9 85.4 76.9

* 국별배분이 불가능한 국제기구를 통한 양자원조 등 제외

출처: 권율(2009), p.84

[표 2-11]‘04~ '08년 주요국의 수원 상위국에 대한 지원비중(%)

[표 2-11]을 보면 선진 공여국도 수원국 중 주요국가에 대하여 많은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별협력전략은 수원국의 필요를 반영하기 위

하여 협력국과 사전정책협의가 이루어지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국별협력 초

안을 작성한 후 다시 협력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계획을 합의한다. 이후 국제개

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집행이 된다.

국별협력전략 이외에 원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서 한 국가에 대

하여 유상·무상원조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도 수립하게 된다. 유상지원은 수출입은행의 11개 국가에 대하여 

해당 지역팀에서 작성하고 재정부에서 확정하며, 무상지원은 19개 국가에 대하여 

대사관 및 KOICA 현지사무소에서 초안을 마련하여 외교부에서 확정하게 된다. 

2012년까지 모든 중점협력국에 대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3~5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완하게 된다. 국가지원전략에는 국가에 대한 개발현황 및 우리나라

와의 지원현황, 지원목표 및 전략프로그램, 유무상 연계방안, 사업간 연계방안, 

후속사업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어 원조 분절화를 해소하

고, 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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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적개발원조와 경제성장의 관계

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성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

다. 주된 연구의 흐름은 개별 프로젝트의 효과를 분석하는 미시경제적 측면의 연

구와 국가 전체의 무역수지, 저축, 투자, 성장의 관계를 분석하는 거시경제적 측

면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대체적으로 미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원조가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원조가 경제성장

을 유도하는가 즉, 그 효과성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연구들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자들과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연구

자들로 나뉘었는데, 미시경제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거시경제적으로는 

명확한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연구결과의 불일치를 두고 모슬리(Paul 

Mosley, 1987)는 ‘미시-거시 패러독스’라고 하였다. 원조의 경제성장에 거시경제

적 효과성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1980년대에서 1990

년대 초반,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1950년대의 초기연구는 양격차이론(Two-Gap Theory)을 통해 원조와 저축 

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의 기본 틀은 성장과 전체투자를 연결한 해

러드-도마(Harrod-Domar) 성장모델로, 원조라는 형식으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이 

저축격차와 무역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저축격차는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와 국내의 저축의 차이를 의미하고, 무역격

차는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본재가 국내에서 조달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자본재 

수입에 의해 발생하는 무역수지를 의미한다. 이 때, 목표성장률은 외부요인에 의

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양격차 이론을 적용하여 하나의 국가만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차차 여러 국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연구는 1990년대까지 이루어졌다. 핀 타르프는 1960년대부터 1998년

까지 발표된 연구결과물들을 취합하여 총 131개국에 대해 수행된 회귀분석 자료

를 종합하여 원조와 저축의 관계에 관해 정리하고자 했다. 핀타르프의 연구에서 



- 30 -

귀무가설은 원조와 저축이 관계가 없다와 원조가 저축을 방해한다는 두 가지로 

초기 연구쟁점을 반영한 것이었다. 분석을 바탕으로 초기의 원조가 거시경제학적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성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원조

가 저축을 방해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핀타르프는 초기 연구

들을 분석해 본 결과, 원조와 저축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극단적 해석도 유효하

지 않다고 하였다. 다만, 원조가 비록 원조 유입량 만큼은 아니지만 총저축의 증

가를 가져오고,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이후 이어진 연구들에서는 원조와 저축의 관계에서 벗어나 원조와 성장의 

관계로 초점이 바뀌었다. 원조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투자를 매개로 하여 연관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였고, 공식을 통해 직접적인 설명

을 시도하는 연구도 있었다. 이들은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들, 국내저축, 원조 및 

기타 해외자본 유입 등을 별개의 요소로 분리하였고, 해로드-도마 모델과 솔로우 

성장모델 등 구조적인 모델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960~1970년대의 연구들이 데이터의 질과 계량경제학적 완성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 시기의 연구들은 축소된 형태의 단순한 모델과 양

질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원조와 성장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핀타르프는 이 시기

의 연구들에 대해서도 결과를 종합하였는데 총 71개의 연구결과 중 40개는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31개는 통계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31개의 연구에 대해 일부의 연구들이 원조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

론을 내기에는 통계적인 결여가 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패널자료의 활용, 신성장이론의 도입, 원조와 다른 

변수의 관계 고려, 원조-성장의 비선형 관계 가정 등을 특징으로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패널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경기흐름에 의한 영향을 배

제한 순수한 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 특유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었다. 신성장이론을 도입함으로써 정부투자, 공공예산적자, 

인플레이션과 같은 사회 및 경제정책 변수를 모형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들은 사회 및 경제정책 변수를 포함하면서 원조와 이들 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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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포함시켰는데, 이를 통해서 원조와 성장의 비선형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

고자 하였다(Burnside and Dollar, 2000). 이는 최근까지도 이어져 많은 연구들

에서 원조 제곱 항 또는 정책-원조 상호관계 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 시기 연구들의 특징 중 하나는 분석구조 측면에서 초기 연구들에서 활용

하였던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대신 솔로 성장모델에서처럼 콥-더글라스 함수로 

대체한 것으로, 이를 통해 축소된 형태의 공식을 사용함으로써 원조, 저축, 성장

의 차이가 아닌 자본의 축적과 투자율, 성장률로서 원조-성장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온 원조와 저축, 원조와 성장 간의 관계에 대

한 연구의 흐름은 원조와 저축의 관계에 불완전한 형태의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원조와 성장의 관계에서 투자를 매개변수로 활용하는 구조적 모델

의 도입, 사회경제정책 변수와 원조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축소된 형태의 원조-

성장 모델 분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서 원조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더 근거가 있는 결과들이며, 향후의 연구

는 원조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국가별 사회경제정책 탐구에 초점을 맞춰

야 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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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프라스트럭쳐와 경제성장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원조는 무역과 저축의 갭을 메우는 데 도

움이 된다는 것이 원조의 기본적인 거시경제적 원리로 알려져 있다. 단기적으로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입을 감소시키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

로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조를 통해 수

출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가운데 원조는 수출에 도움이 되는 정책 환경 조성 지원, 인프라 개

발에 대한 자금지원, 수출증진을 위한 직접지원을 통해 수출 증진을 도울 수 있

다.27) 우리나라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입대체산업화정책과 수출주도산업

화정책이 외국자본 및 무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국내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하였다. 제3세계의 성장을 연구한 많은 문헌들에서도 거시경제정책

에서 주목할만한 개선을 보인 국가는 수출증진에 가장 중점을 두어, 수출성장에 

가장 크게 성공한 국가들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고, 이는 동아시아 국가의 성장 

비결로 분석되고 있다. 수출을 위한 정책 지원 외에 필요한 것이 생산을 위한 기

반시설이다. 공여기관들은 적절한 인프라 공급을 위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원조 실행의 약 20%를 상품의 수송속도를 높일 수 있는 도로나 수출전용단지와 

같은 수출 위주 인프라 건설에 원조를 제공하였고, 농업, 금융 및 산업, 인적자원 

등 여타 분야에 비해 개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28). 

건설산업이 직접적인 공급을 담당하며 총고정자본형성의 상당부분을 점유하

는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 혹은 Social Overhead Capital, SOC)은 국민경

제 전체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활동과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사회간접자본은 일반적으로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으나 생산활동을 원활

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시설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기, 

27) 핀 타르프 엮음, 임을출 역 2009, “원조와 개발-교훈과 미래방향”, 서울: 한울, p.531.

28) Linda G. Moora, Ulrich R. W. Thumm, 1997, "1995 Evaluation Results Vol.Ⅱ: Annex",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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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교량, 교육, 문화시설 등이 포함되며,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인프라는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직접적인 생산요소에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킴으로써 국가나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그 규모가 대형

이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고용효과가 크고 소득증대와 소비증대를 유발하여 경제

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진작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29). 

건설투자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갖는데, 일반적으로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

효과, 수입유발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프라 

투자는 정부 공공지출의 결과로서 건설 과정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일부를 제외하

고는 민간부문의 투자로 소요되거나 공공부문의 고정자본 형성에 쓰여진다. 인프

라 건설과 관련된 각종 자재, 장비, 설비 등은 광업, 제조업 등 건설업 이외의 다

른 산업부문에서 만들어져 공급되는 것으로 건설로 인한 생산활동 증대는 타 산

업의 생산증대를 유발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도 증대되는 파급효과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생산을 1단위 증가시킬 때 이로 인해 여타 산업에서도 

생산이 증대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경제 전체적

으로는 모두 2.09단위가 생산됨. 건설업을 제외한 타산업 가운데 제조업에서 생

산증대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0.66단위, 이어서 서비스업에서 0.36단위의 생산이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0).

1995년
건설업 건축 토목

생산유발효과 % 생산유발효과 % 생산유발효과 %

합 계 2.09 100.0 2.07 100.0 2.13 100.0

건설업 1.00 48.1 1.00 48.5 1.00 47.2

비건설업 1.09 51.9 1.07 51.5 1.13 52.8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가스수도

서비스업

0.01

0.03

0.66

0.02

0.36

0.4

1.5

31.7

1.1

17.2

0.01

0.02

0.67

0.02

0.34

0.4

1.2

32.3

1.1

16.5

0.01

0.05

0.65

0.02

0.40

0.4

2.1

30.6

1.1

18.6

김준한 외, 2001, “건설산업의 환경 변화와 수요 전망”

[표 2-12] 우리나라 건설업 생산유발효과(1995년 기준)

29) 박찬식, 신동우, 심옥진, 2002, “한국건설산업의 의미와 가치 -미래를 위한 준비-”, 중앙대학교 

출판부, p.1, p.22.

30) 김준한 외, 2001, “건설산업의 환경 변화와 수요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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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연도) 및 

분석자료(기간)
분석 단위 분석 방법

공공자본의 생산에 

대한 탄력성

Aschauer(1989) National Cobb-Douglas; Log levels 0.39

Holz-Eakin(1988) National Cobb-Douglas; Log levels 0.39

Munnell(1990a) National Cobb-Douglas; Log levels 0.34

Costa, Ellson, 

Martin(1987)
States Translog; Levels 0.20

Eisner(1991) States Cobb-Douglas; Log levels 0.17

Mera(1973) Japanes regions Cobb-Douglas; Log levels 0.20

Munnell(1990b) States Cobb-Douglas; Log levels 0.15

Duffy-Deno and 

Eberts(1989)

Metropolitan 

areas
Log levels 0.08

Eberts(1986, 1990)
Metropolitan 

areas
Translog; Levels 0.03

A.H.Munnell, 1992,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p.194.

[표 2-13] 1990년대 이전 인프라와 경제성장의 주요 연구

제3세계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도로, 철도, 항만, 산업설비 등 인프라 자

체의 생산과정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유

도할 수 있다. 또한, 연관 산업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에 기여함으로서 경

제 전반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어, 생산에 있어 총요소생산성으로

의 의미를 갖는다.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스트럭쳐와 관련해서는 Jimenez(1995)가 

교통서비스, 정보통신, 발전, 관개 등과 같은 물리적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31).

인프라의 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으나 국가 간 

자료의 불일치와 구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리고 연구대상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계열 자료와 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한 Aschauer(1989)의 연구는 이후 연

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2). Aschauer(1989)는 미국의 1949

년부터 1985년까지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있어, 공공 인프라스트럭쳐 자본량

31) Jimenez, 1995, “"Human and Physical Infrastructure: Public Investment and Pricing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p.2778.
32) L. Roller and L. Waverman, 2001,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A Simultaneous Approac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1(4), p.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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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요소생산성으로서 경제성장의 중요한 인자이며 생산에 대한 탄력성은 

0.20~0.40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대중교

통, 공항, 전력가스설비, 상하수도를 ‘코어 인프라스트럭쳐’로 분류하고 이들 요

소의 탄력성이 0.24라는 결과도 제시하였다33). 

Charles R. Hulten(1996)은 MRW(1992)의 모형을 활용하여, 46개 중저개

발도상국가의 인프라의 양 및 효율성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여기에서 인프라의 양이 의미하는 바는 전 년도 투자 대비 현재 년도의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생산함수에서는 로 표현되어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46개 국가

를 모두 포함한 분석에서 물적자본의 생산에 대한 탄력성은 0.44, 인적자본의 생

산에 대한 탄력성은 0.242로 도출되어 MRW(1992)의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고, 인프라 효율성의 계수는 0.794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10%의 효율성 개선은 

7.94%의 1인당 GDP의 향상(1970년 가격 기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20년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0.38%의 경제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공공투자의 생산에 대한 탄력성은 0.107인 것으로 

도출되었는데, 인프라 효율성의 계수가 0.794인 것을 고려하면, 인프라 자본의 

양보다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된다

는 것을 주장하였다.

동아시아의 4개 국가와 아프리카 17개 국가34)를 비교한 부분에서는 지역별

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밝혔다. 1970년부터 1990년 기간 동안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3.26%,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0.20%35)로 나타나

고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의 인프라 효율성이 동아시아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을 경우, 0.75%의 성장률을 보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비교 국가군

의 초기조건 및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지만, 그 만큼 

33) David A. Aschauer, 1989, "Is Public Expenditure Productiv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3, p.193.

34) 분석에 포함된 동아시아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이고, 아프리카의 국가는 

부르키나파소, 브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가봉, 케냐, 말리, 모리타니, 모리

셔스,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시에라리온, 수단, 토고, 잠비아, 짐바브웨이다.

35) 16개 국가의 20년간의 평균을 나타내기 때문에 국가별, 년도별 경제성장률은 상이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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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부문의 효율성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국제 원조 프로그램이 새로운 인프라 시설의 건설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경제성장에 대한 왜곡이 있을 것이므로, 다시 한 번 기존 인프

라의 유지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Collins, Bosworth and Rodrick(1996)은 전 세계 88개 국가의 1960년부터 

1994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총요소생산성과 물적, 인적자본의 축적이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초점은 일반적인 나라들보

다 동아시아의 국가들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대만, 일본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진 원인을 찾는 데에 있었다. 분석결과, 이

들 국가의 경제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은 다른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축적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들은 분석에 있

어서 일반적인 생산함수 모델을 사용하였지만, 총요소생산성 자체의 증가보다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축적이 경제성장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을 주장

하였다.

Duggal(1999)은 Tatom(1991)의 연구를 근거로 들어 이전의 연구들에서 자

료의 사용과 모델 식별에 미흡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Tatom(1991)은 Aschauer(1989)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값을 보이

고 있으며, 잘못된 모델식별, 비논리적인 상관관계, 불명확한 인과관계 등의 단점

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Aschauer(1989) 연구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경제 

침체 시기가 공공 인프라 투자의 감소 시기와 일치하는데서 시작하여, 생산함수

에 별도의 투입요소로서 포함되는 공공 인프라 지출의 한계 생산성이 민간투자지

출 생산성의 2~4배가 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인프라 투자의 감소는 국제 유

류가격의 상승시기와 일치하고, 이로 인해 민간 투자가 위축이 된 것이며, 

Aschauer(1989)는 기술진보의 속도가 변화 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

하였다. 시계열 자료를 차분하여 안정적으로 변환한 다음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추정할 경우, 인프라스트럭쳐와 생산의 상관관계는 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36). 

36) Vijaya G. Duggal, Cynthia Saltzman, Lawrence R. Klein, 1999, "Infrastructure and 

productivity: a nonlinear approach", Journal of Econometrics, 92,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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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Gramlich(1994)의 결과를 인용하여 Tatom의 연구결과에도 생산함수와 

비용함수를 혼합하여 사용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물적 자본의 감

가상각을 생산함수에 포함시킬 적절한 방법으로서 S자 형태의 인프라의 자본량에 

대한 비선형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인프라가 생

산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으며, 인프라스

트럭쳐를 기술제한요소의 일부로써 2차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Aschauer가 

제시하는 값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Hendrick Rollers(뢸러)와 Waverman(2001)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21

개 국가의 1971년부터 1990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인프라의 유형에 따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인프라 중 정보통신기술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생산함수를 사

용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 투자를 별도의 변수로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통신 

인프라에 투자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가지

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에 대한 분석만을 수행하였는데, 

Esfahani와 Ramirez(2003)는 정보통신기술과 전력 부문을 비교하는 한편, 도시

화, 사유재산 여부, 중앙집권 정도와 같은 제도적·경제적 요소가 인프라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구조적 모델을 사용하였다. 제도적·경제적 요소 분석 결

과 인프라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역량

과 정부정책의 효율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Estache, Speciale and Veredas(2005)의 연구에서는 더 세분화된 형태의 

분석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1976

년부터 2001년까지의 경제성장을 분석하는데 있어, 인프라스트럭쳐를 정보통신, 

전력, 도로, 위생, 식수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의 탄력성을 도출하였

다. 국가별, 연도별, 분야별로 결측 자료가 있기는 하였으나, 모든 분야의 인프라

스트럭쳐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탄력

성의 크기는 정보통신 0.08, 전력 0.03, 도로 0.08, 위생 0.25, 식수 0.25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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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 또한 영미권 식민지 경험의 유무, 연안국가 여부, 인프라 투자에 민

간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 도로, 식수 분야의 경우 영미

권 식민지 경험이 있었던 경우 생산에 대한 탄력성이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한다

고 하였다. 연안 국가의 여부는 도로 분야의 탄력성을 높이고 있으며, 민간참여 

자체는 위생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탄력성을 높이는 요소이지만, 그 여부에 따

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Hurlin(2006)은  1960년대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여 도로, 전력, 통신, 철도 

분야별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분야별로 각각 도로 0.070, 전력 

0.052, 통신 0.104, 철도 0.192의 탄력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분석 방법에 있어

서는 문턱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하여 인프라의 효과가 비선형적이라

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노동인구 1인당 인프라 자본의 양이 매우 낮을 때는 다른 

투자와 비슷한 수준의 생산성을 보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네트워크가 갖

추어지는 동안에는 다른 투자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이며,  네트워크가 완성이 된 

이후에는 생산성이 급감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초기 연구는 인프라의 자본총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가 인프라의 축적의 영향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

에는 인프라의 유형별 효과 및 비선형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생산함수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에 있어서는 인프라 외에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살

펴보았고, 최근의 흐름은 경제적·사회적 특성과 인프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구의 대상은 미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가 국가

별 분석으로 확대되고, 다시 그 안에서 지역별/소득별 인프라 투자의 탄력성 차

이를 연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Duggal, Saltzman, Klein(1999)의 연구와 Estache(2005) 의 연구에서 

Infrastructure Factor를 임의적으로 투입요소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총요소

생산성으로써 모형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과 총요소생산성으로 모형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인프라스트럭쳐와 경제성장의 관계에서 인프라스트럭쳐는 총요소생산성

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프라ODA는 개발도상국 내부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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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면 생산함수의 요소 투

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연도) 

분석 

국가 

(기간)

설명변수 주요 결과

Ascauer(1989)

미국

(1949-

1985)

   ∗  

Y: aggregate output 

A: productivity or Hicks       

   neutral technical change

N: aggregate employment

K: aggregate stock of         

   nonresidential capital

G: flow of services from the   

   government sector

비 군사적 목적의 공공 자본량이 

생산성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

군사적 목적의 지출은 생산성과 

무관함

도로, 고속도로, 공항, 대중교통, 

관개, 상하수도 등 코어 인프라

스트럭쳐가 생산성의 대부분을 

결정함

Factor share: 0.20~0.40

Garcia Mila & 

McGuire(1992)

미국

48개주

(1969-

1983)

        

q: aggregate ouput

A: shift factor

K1: capital in structures

K2: capital in euipemnt

L: labor, H: highway capital

E: Education

공공의 목적으로 공급되는 인프

라스트럭쳐는 경제 성장의 주요

한 요소

Factor share

K1: 0.104

K2: 0.373

Holtz-Eakin & 

Schwartz

(1995)

미국 

48개주

(1971-

1986) 

  


  
   

Y: total output

K: private capital

G: public capital

L: physical quantity of labor

 : technical efficiency

인프라 자본의 축적은 평균적으

로 1.02%의 생산성 증가 효과가 

있음

인프라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은 조정속도에 따라 달라짐

Charles R. 

Hulten

(1996)

46개

중저

개도국

(1970-

1990)

    

A: technical progress

K: physical capital

H: human capital

G: infrastructure capital(= )
 : average level of            
   infrastructure effectiveness

k, h, g: per worker magnitudes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는 인프라의 양이 아닌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

신규건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

프라 원조는 유지관리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왜곡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S.M.Collins, 

B.P.Bosworth 

and D.Rodrick

(1996)

전세계

88개국

(1960-

1994)

   ′  

′  
Q: output, K: capital, L: labor

A: technology, 

H: index of labor qualtiy

동아시아의 주목할만한 경제성장

은 평균적인 수치의 총요소생산

성이 아닌, 양질의 인적과 물적

자본의 축적에 기인함

물적, 인적자본의 양보다 축적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

[표 2-13] 인프라스트럭쳐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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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연도) 

분석 

국가 

(기간)

설명변수 주요 결과

Duggal, 

Saltzman,  

Klein

(1999)

미국

(1960-

1989)

ln  lnln ln
 

 

 
 : real output

A: technological index

 : the stock of               

    nonresidential capital      

    adjusted by the rate of    

    capacity utilization

 : worker hours

인프라는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

소이기는 하나 과대 추정되어서

는 안됨

인프라의 중요성은 높은 수준의 

기술진보와 상호작용 할 때 증가

할 수 있음

Roller and 

Waverman

(2001)

OECD

21개국

(1971-

1990)

  

       

K: stock of net of             

   telecommunications capital

HK: stock of Human Capital

Telecom: stock of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에 대하여 수확체증하는 

경향이 있음

즉, 정보통신 인프라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음

Esfahani and

Ramirez

(2003)

전세계

75개국

(1965-

1995)

       

Y: aggregate output

L: labor

N: infrastructure assets

K: non-infrastructure assets

Q: all other productivity factors

인프라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는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효과를 갖고 있음

정보통신기술의 생산에 대한 탄

력성은 0.08, 전력부문의 탄력성

은 0.13으로 도출됨

A. Estache,

B. Speciale,

D. Veredas

(2005)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40개국

(1976-

2001)

 

 

Y: income

: infra index
K: physica capital

H: humna capital

A: technology

L: labor

총

Angl

oph

one

Coas

tal

Priv

ate

IT 0.08 Y N N

전력 0.03 N N N

도로 0.08 Y Y -

위생 0.25 - - -

식수 0.25 Y N N

Hurlin

(2006)

최대 

60개국

(부문별 

차이)

(1950-

1995)

   

  
  

   
  

       

Y: aggregate added value

K: physical capital

H: human capital

X: Infrastructure

V: error term

패널분석 결과

도로: 0.070

전력: 0.052

통신: 0.104

철도: 0.192

인프라 탄력성은 경제성장에 대

하여 문턱효과가 있음

[표 2-13] 인프라스트럭쳐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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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원조와 인프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원조에 있어서도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Clemens, Radelet and Bhavnani(2004)의 연구는 인프라스트

럭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한 연구라기 보다는 공적개발원조의 

부문별, 소요기간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1974년부터 

2001년을 4년을 단위로 하여 7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원조 사업을 긴급원조 및 

인도적 지원, 장기지원사업, 예산지원, 인프라 투자, 농업 및 산업 등 단기지원사

업으로 분류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식량지원과 같은 긴

급재난구호사업이나 인도주의적 원조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교육, 보건, 

민주주의, 환경보호 등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간접적 생산부문

에 대한 원조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 효과가 미약하며, 인프

라 건설(도로, 관개, 전력, 항구 등)이나 농업과 같이 단기적으로(4년) 또는 직접

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원조는 비록 체감적이긴 하지만 경제성장에 긍정적

이며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37).

원조의 효과성 측면에서 인프라스트럭쳐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들은 인프라 

부문의 원조가 빈곤을 퇴치하는 과정 혹은 빈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과정에 초점

이 있다. Calderon and Serven(2004)는 인프라 개발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과 

소득의 분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성장은 인프라 자본의 양에 긍정적인 영향

을 받고, 소득 불평등은 인프라의 양과 질이 높을 때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였다. 이 두 가지 결론은 인프라 개발이 빈곤을 퇴치하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aleron and Serven(2004)은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를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의 해소는 양

질의 인프라의 공급을 통해 가속될 수 있다는 것도 제시하였다. 

인프라스트럭쳐와 빈곤 감소의 관계는 간접적인 경로가 대부분이고, 경제성

장의 낙수효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인프라 

37) 이계우, 박지훈, 2007,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20년의 평가”, 한국개발연구, 29(2),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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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수혜를 받는 대상이 정해져 있거나,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기회가 빈곤층에게 제공될 때이다38). 

세계은행(2004)의 1994년의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보고서는 빈곤층이 대상

이 되는 교육, 건강서비스, 식수, 위생, 전력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로 첫째, 교

육에 대한 정부지출이 과소했고, 공공지출의 혜택을 빈곤층이 받지 못했다는 점, 

둘째, 정부가 빈곤층 또는 빈곤지역을 위해 예산을 배정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혜층이 이들이 되지 못했다는 점, 셋째, 빈곤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수요가 부족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빈곤층이 적극적인 수요층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인프라 부문 원조의 빈민에 대한 영향 인과고리 1

출처: JBICI, 2008

<그림 2-2>는 인프라 원조의 효과가 빈곤층에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공

여국의 원조 지원이 수원국의 역량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지역

에 대한 원조가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인프라 원조 프로젝트가  제도 개혁, 

역량강화,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38) JBICI, 2008, "Aid Effectiveness to Infrastructure: A Comparative Study of East Asia and 

Sub-Saharan Africa", JBICI Research Paper No.36-1, JBIC Institute,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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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인프라 부문 원조의 빈민에 대한 영향 인과고리 2

출처: JBICI, 2008

<그림 2-3>은 <그림 2-2>에서 제도적 변화가 국가적 차원에서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경험이 축적되어 국가의 종합적인 시

스템을 구성하고, 이의 효과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다수의 연구가 인프라 개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

다. Brenneman and Kerf는 인프라스트럭쳐가 교육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고, Datt and Ravaillon(1998)은 1960에서 1990년 사이 양

질의 인프라스트럭쳐와 인적자원의 차이가 인도의 지역별 빈곤의 차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Deninger and Okidi(2003)는 1990년대 우간다를 사례

로 하여 기초교육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전력과 기타 인프라스트

럭쳐 서비스에 대한 투자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통해 빈곤 감소의 효과가 있었다

는 것을 제시하였다. Fan et al.(2002)는 1978년에서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 

도로와 정보통신 인프라 개발이 농촌 지역의 빈곤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Leipziger(2003)는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이 빈곤층과 부유

층의 영아 사망률 차이의 25%를 설명할 수 있고, 유아 사망률 차이의 37%를 설

명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영양실조와 

관련이 되는데, 빈곤층의 경우 20%, 부유층의 경우 10%가 설명된다고 하였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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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투자는 교육, 의

료, 교육 등 기본적 욕구을 충족하게 하여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고, 도시-농촌, 

수요-공급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프라스트럭쳐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하는 선행연구들은 미국,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선진국

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연구의 초점은 인프라의 양과 자본 축적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데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분류를 따로 하

지는 않았지만, 원조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연구하는 흐름이 있다는 점과 GDP가 

낮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가 대부분 원조를 통해 구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조를 통한 자본 축적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39) JBICI, 2008, "Aid Effectiveness to Infrastructure: A Comparative Study of East Asia and 

Sub-Saharan Africa", JBICI Research Paper No.36-1, JBIC Institute. 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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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과 경제성장

도시화와 경제성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때로는 도시 경제학자들이 대도시

의 숫자로서 한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을 설명할 정도로 상호 연관된 과정으로 받

아들여져 왔다. Henderson(2003)은 국가 내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 비

율과 1인당 국내총생산의 상관관계가 0.85라는 점을 들어, 현대 사회에서 도시화

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주장을 하였다40). 

도시화 과정에 대한 개념적 규정은 도시인구의 비율적 증대라는 점에 별다

른 논란이 없으나 관점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시카고학파의 생태

학적 접근에서는 도시화를 인구의 도시집중과정 중심으로 생각하고, 정치경제학

적 입장에서는 기업과 자본 그리고 산업시설의 도시집중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도시화는 인구 및 자본의 도시집중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제력과 서

비스 기능 및 가치가 주변 농촌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도 포괄한다.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이유는 도시와 농촌의 임금격차가 존재하기 때문

이다. 도농간의 임금 격차는 개발도상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선진국

에서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다. 임금격차 외에 교육 부문 투자에 대한 보상이 농

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도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도시 지역의 아이들은 취학률이 높고, 양질의 교육

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에서 강조하는 인적자본과 지

식의 축적이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고 이는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또 다른 경로는 기업·자본·서비스의 집중으

로 인한 집적경제가 있다. 운송이나 통신 인프라가 희소하고, 자본시장으로의 접

근이 제한된 초기 개발단계에서 자본 및 서비스의 집적은 생산의 효율성을 개선

할 수 있다. 특히, 폐쇄경제인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의 내수거래의 비용이 중

요해지는데, 도시로의 집중을 통해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된다41).

40) Daniel Y.F. Lo, -, "Urbanization and Economic Growth: Testing for Causality", Building and 

Real Estate Workshop Paper,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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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발도상국에게 도시화는 경제성장을 위해 거쳐가야 할 과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개발도상국 정책관리자에게 도시화는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

용으로 인해 제어해야 될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급속한 도시화는 

과밀거주(Overcrowding), 빈곤의 집중, 범죄, 질병의 빠른 확산 등 사회적, 정치

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42).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인구의 

분포는 그 자체의 의미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인 발전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중

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혼잡한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심각한 도시 관리 

문제를 발생시켰고, 도시 거주민들, 특히 저소득층에게 열악한 주거 조건을 형성

하였다43). 

Michael Spence(2009)는 인프라스트럭쳐와 공공서비스를 통해 이런 문제들

을 일부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개발도상도상국 도시들의 수요를 채우기 위해

서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인프라스트럭쳐는 생산활동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통, 통신, 전력, 관개와 같은 경제적 인프라스트럭쳐와 인적

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교육, 연수, 보건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스트력쳐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

하지만, 즉각적인 경제발전을 고려할 때는 후순위로 쳐지게 된다. 세계은행은 정

부는 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도로, 수자원, 전력, 통신과 같은 경제적 인프라스트

럭쳐를 강조하지만 중위 소득에 이르는 동안 점차 줄이고, 그 이상 소득이 증가

하는 단계에서는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지출을 늘려간다고 하였다44).

개발도상국에서는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유지/관리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된

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쳐, 특히 대도시 주변부의 유지/관리

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충분한 재원을 지출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1) Marius Brulhart, Federica Sbergami, 2009, "Agglomeration and growth: Cross-Country 

evidence", 「Journal of Urban Economics」, 65, p.49.

42) Michael Spence, Patricia Clarke Annez and Robert M. Buckley, 2009, "Urbanization and 

Growth", 「Commission on Growth and Development」,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he World Bank, preface.ⅻ.

43) Niles Hansen, Impacts of Small-and intermediate-sized cities on population distribution: 

issues and responses, Regional Development Dialogue, 11(1), p.67.

44) Ibid.,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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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부실한 관리로 인해 관개시스템의 생산연령이 50%까지 낮아진 상

태이고, 85개 국가들의 비도시지역 포장도로의 4분의 1, 비포장도로의 3분의 1이 

재건설되어야 하는 상황이다45). 이러한 재건설에 드는 비용은 유지/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의 최소 세 배에서 다섯 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도로 사

용자들이 겪게 되는 보이지 않는 비용 등은 도로의 회복에 드는 비용에 비해 막

대하며, 경제성장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도시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대표적인 가정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높은 수준의 

공간적 또는 도시지역으로의 집중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윌리엄슨(1965) 

가정이 있다. 윌리엄슨 가정은 거대도시로의 집적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경제성장

에 도움이 되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환경문제, 주택문제, 교통

문제 등 도시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

고 있다.46) 공간적으로 집적된 형태의 산업화는 교통·통신과 같은 물적 기반시설

과 경영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정보이전과 지식축적에도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발전이 진행되면서 경제적 인프라와 지식자원이 배후지역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

로 성숙되거나 과밀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탈집중화가 일어나게 된다. 

즉, 소득수준에 따라 U자 또는 역U자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실

증적인 연구 결과는 어느 국가에서나 동일하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ertinelli는 두 개의 연구(L. Bertinelli, E. Strobol, 2003; L.Bertinelli, D. 

Black, 2004)를 연구를 통해 도시화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U자 형태의 관계가 있

음을 제시하였지만, 도시화 또는 인구집중은 저소득 국가가 중위소득이 되는 시

점까지만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V. Henderson, 

2003).

경제발전에 수반되어 진행되는 도시화는 도시화율 자체와 도시집중,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

는 선진국의 도시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발전단계에서 개발도상국의 도

시화율이 높게 나타나는 과도시화(over-urbanization)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

45) Ibid., p.69.

46) 김종섭, 2012, “Williamson 가설검정에 의한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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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Bertinelli(2003)는 도시화율 자체를 다루는 전통적인 논의가 중요하긴 하

지만, 도시 간의 인구분포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인구집중 패턴을 조사해본 결과, 지난 오십년간 도시화율의 증가에 따라 일부 도

시로의 인구집중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어온 것을 볼 수 있고, 인구 천만 이

상의 메가시티가 3개에서 15개로 늘어났다는 것을 주목하였다. 

또한, Bertinelli(2003)는 인구집중과 도시화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비

선형적인 관계로 보고, 75만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과 도시화율

(1960~1990년, 5년 간격) 자료를 사용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최적 수준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일정 수준 이하의 도시 집중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

다. 반면에 도시화율 자체는 경제성장과 체계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

았다. 즉,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시로의 인구이동 자체 보다는 

도시 간의 인구분포가 중요한 요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 국가 안에서 도시 간의 인구분포 즉, 인구집중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허

쉬만-허핀달 지수, 파레토 법칙을 이용한 지수, 수위도시 인구비율이 있다. 허쉬

만-허핀달 지수는 산업에서의 시장 집중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값으로 구하는데, 기업의 시장점유율 대신 도시의 인구 

규모를 대입하여 인구집중 정도를 나타내었다(Wheaton and Shishido, 1981; 

Henderson, 1988). 파레토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발

생한다는 법칙으로, 인구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때는 한 국가의 도시 규

모 분포를 구한 후, 파레토 최적과의 차이를 구하여 이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Rosen and Resnick, 1981). 수위도시 인구비율은 한 국가 내에서 규모가 제일 

큰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세 가지의 지표는 계산방법에 의해 

관련을 맺고 있다. 허쉬만-허핀달 지수는 가장 큰 도시의 인구비율이 0.25가 넘

어가면 다른 도시의 규모가 작더라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위도시 인구비율과 

근접한 값을 나타내고, 이 두 지수와 파레토 최적을 이용한 지수는 음의 상관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47).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와 산출 과정의 편의성으로 

인해 실증연구들에서는 수위도시 인구비율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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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derson(2003)은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서 수위도

시 인구집중율(Urban Primacy)에 주목하였다. 윌리엄슨 가정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른 최적 수준의 종주지수 및 도시화율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실

증분석을 시도하였는데, 1960~90년 기간의 70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도시화율’ 그 자체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가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발

견하지 못하였지만,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그 국가의 ‘전체 인구 대비 가장 인구

수가 많은 도시의 인구 비율’이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관측하였다48). 경제활동인구 1인당 산출을 최적화하는 종주지수

는 면적이 큰 국가들의 경우 ln 이 7인 경우 0.15에서 최대치를 보였다가 

ln 이 9.5가 되면 0이 되고, 면적이 중간 정도인 경우 0.4에서 0.2로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림 2-4> 경제활동인구 1인당 최적 종주지수

출처: V. Henderson, 2003, p.60.

47) Vernon Henderson, 2003, "The Urbanization Process and Economic Growth: The So-What 

Ques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8(1), p.50.

48) 황진영, 정상은, 2009, “거대도시와 경제성장: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한 역U자 가설 검정”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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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시화율에 대해서는 도시화율이 70% 이하인 국가들에서만 경제성

장에 대한 영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뚜렷한 영향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49).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주요항구나 수도에 높은 수준의 수위도시 인구집중

율을 보이고 있다. 1995년 OECD의 수위도시 인구집중율 평균은 25%인데 비해, 

사하라 이남 개발도상국의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균등한 도시 

인구분포는 경제의 공간적 구조의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개

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심각한 수위도시율은 정치적 권력과 지지세력, 국가의 무역

에 대한 의존도, 공공 인프라 투자의 불균형적 배분에서 비롯된다50). 이런 상황

에서 토지개발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수위도시 인구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위도시 인구집중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

는 거대도시의 출현과 관련이 깊다. 인구의 도시집중이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의 

집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과대 집중이나 과소 집중은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

켜 경제성장에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최적 수준의 인구 집중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거대도시의 인구집중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하여 Bertinelli and 

Black(2004)은 성장은 집적된 지역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는 도시에서만 인적자본

이 축적된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적의 동태적 이익이 정태적인 과밀의 

비경제성과 비교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충된 두 효과의 크기는 한 국가의 발전단

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한 국가가 농업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수록 도시지역은 외부효과를 촉진하고, 혁신을 유도하며, 거

래를 위한 공간이 되고, 인적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1950년대 이후로 개

발도상국들의 도시화는 급격하게 진행되어 선진국들과의 차이는 점점 좁혀지고 

있으며, 도시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경제성장율 또한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49) Vernon Henderson, 2003, "The Urbanization Process and Economic Growth: The So-What 

Ques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8(1), p.66.

50) L. Bertinelli, D. Black, 2004,"Urbanization and Growth", 「Journal of Urban Economics」, 

56,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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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솔로우 경제성장모형

1950년대에 발표된 솔로우 성장 모형은 투자율(저축율)과 인구증가율로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고전학파적 성장모형이론으로 많은 연구에

서 활용되어 왔다. Mankiw, Romer and Weil(1992)은 솔로우 모형이 저축과 인

구라는 두 가지 변수만으로 많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크기

를 예측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51) 이들은 인적자본과 실물자본의 

축적을 모형에 포함하여 경제성장의 효과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수정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하는 모형은 확장된 솔로우 모형(MRW 모형)

으로서 실물자본과 인적자본 이외의 다른 투입요소도 포함될 수 있는 특성이 있

으며, 이는 Nonneman and Vanhoudt(1996)에 의해 두 가지보다 많은 수의 투

입요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투입요소로서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실물자

본과 인적자본 외에 GDP에서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MRW모형의 확장성을 활용하여 유승훈과 양창영(2004)은 공공보건지출을 다른 

투입요소로 포함하였고, 서우택(2012)은 1인당 공적개발원조를 MRW 모형에 포함

하였다. 

교통서비스, 정보통신, 발전, 관개 등과 같은 물리적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기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2) 개발도상국에 대한 물자 중심의 지원은 수원국의 자

립의지를 강화시키지 못하는 원조의 덫 현상과 이로 인해 공여국의 원조피로를 

유발한다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최근의 원조는 개발도상국의 자

립의지와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조로 변화되고 있다. 인프라 중심의 원조 

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물리적 기반시설 투자와 장기적 경제성장과의 관계

51) N. Gregory Mankiw, David Romer and David N. Weil, 1992,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408.

52) Jimenez, Emmanuel, 1995, “"Human and Physical Infrastructure: Public Investment and 

Pricing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In Jere R. Behrman and T.-N. Srinivasan, Eds.,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3B): 277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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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증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물자본, 인적자본, 인프

라 공적개발원조를 투입요소로 하는 확장된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을 활용하여  

그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솔로우 모형의 생산함수식에서 실증분석을 위한 추정식에 이르는 과정은 다

음과 같다53).

(1)          

솔로우가 제시한 기본 모형은 식 (1)과 같으며, 는 한 국가의 총산출, 

는 자본, 는 노동수준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노동은 외생적으로 주어지

며, 의 속도로 성장한다고 가정한다.

솔로우 모형은 케인즈의 가정을 받아들여 소비성향이 존재한다고 본다. 따

라서 1인당 소비는     로 표시할 수 있는데,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

는 저축성향, 일종의 투자율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1인당 저축의 양과는 구별된

다. 또한, 솔로우 모형은 거시경제의 균형에 대해서는 고전학파의 가정을 받아들

인다. 즉, 투자와 저축이 일치하여 총수요과 총공급이 항상 균형을 이룬다.

(2)     또는   

한편, 자본의 증가, 즉 자본축적(capital accumulation)은 투자와 감가상각

(depreciation)에 의해 결정된다. 투자에 의해 자본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감가상

각분만큼 자본이 감소한다.

(3)       

53) N. Gregory Mankiw, David Romer and David N. Weil, 1992,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와 주상영, 2007, “거시경제학”, pp.304-309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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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서  


는 자본의 순증가분을 나타내는데, 이는 총투자 에서 

감가상각분 를 빼 준 값이고, 총자본의 증가율은 식 (4)의 양변을 로 나누어 

주면 된다.

(4) 


 


   


 

한편, 1인당 자본   


의 증가율은

(5) 


 


 



인데 ≡ 


를 인구증가율로 정의하면, 

(6) 


 


 

이 된다. 여기에 식 (4)를 대입하면 


 


  가 되는데, 







 


이므로 1인당 자본의 증가율은 다음과 같아진다.

(7) 


 


   


  

한편, 양변에 를 곱해 주면 1인당 자본의 순증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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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식 (8)에서 인구증가율 이 차감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것은 인구증가에 따

라 1인당 자본이 줄어드는 자본희석(capital dilution)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식 (8)에서 는 1인당 저축이며,  는 인구증가와 감가상각으로 인한 1

인당 자본의 감소분이다. 따라서  는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1인당 자본을 

나타낸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1인당 자본이  수준이었다면 1인당 자본은 

점차 증가하며,    의 조건이 유지되는 한 계속 증가한다. 축적된 

자본은 생산에 투입되고 산출물을 증가시킨다. 산출물이 증가하면서 저축이 증가

하므로 다시 자본이 축적된다. 그러나 1인당 자본이 무한히 증가할 수는 없다. 

자본의 한계생산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소득 증가가 둔화되므로 저축의 증가분도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본이  수준에 도달하면    가 되어 1

인당 저축이 1인당 자본의 자연적 감소분과 일치하고, 그 순간부터 1인당 자본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만약 초기단계에 1인당 자본이  수준을 초과하는 경

우라면( ) 1인당 자본은 점차 줄어들어 결국에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림 2-5>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

출처: 주상영(2007), 거시경제학,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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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진보를 노동증가형으로 나타내어 노동을 이 아닌 효율노동 의 관

점에서 바라보면 앞선 방법과 유사한 형태로 기술진보하의 솔로우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9)            

기술진보를 고려한 솔로우 모형은 식 (1)과 같다. 는 한 국가의 총산

출, 는 자본, 는 노동수준, 는 기술수준을 의미하며, 은 효율노

동 1단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노동과 기술수준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며,  및 

의  속도로 성장한다고 가정한다.

(10)   ,   

식 (9)에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을 가정하면 총생산함수는 효율노동 1단위

당 생산함수로 전환할 수 있다. 자본과 노동을 각각 배 증가시키면 생산량

도 배가 된다.

(11) 


 


 

식 (11)은 효율노동 1단위당 산출물 가 효율노동 1단위당 자본량 

의 함수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제 효율노동 1단위당 산출과 자본을 소문자

로 바꾸어 쓰면, 효율노동 1단위당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2)   

를 효율노동 1단위당 자본의 축적으로 본다면,   이 성립하고, 

를 효율노동 1단위당 산출의 수준으로 본다면,   이 되며, 자본의 축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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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체의 투자와 감가상각(depreciation)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하면, 는 저

축성향을 의미하며, 투자율을 의미한다.

(13)       

경제 전체의 자본축적 식인 식 (13)은 기술진보의 가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일하다. 총자본의 증가율 역시 동일한데, 식 (13)의 양변을 로 나누어 주면 

된다. 

(14) 


 


   


 

효율노동 1단위당 자본   의 증가율은

(15) 


 


 


 



는 기술진보율, 은 인구증가율이므로,

(16) 


 


  

이 된다. 여기에 식 (14)를 대입하면 


 


   이 되고, 


 


이

므로 효율노동 1단위당 자본의 증가율은 다음과 같아진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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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7)의 양변에 를 곱해 주면  시점에서의 1단위당 자본의 순증가분을 

구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8)            , 

(=인구증가율, =기술진보율, = 감가상각율)

<그림 2-6> 지속적인 기술진보와 솔로우 성장모형

출처: 주상영(2007), 거시경제학, p.325.

<그림 2-6>에서 는 효율노동 1단위당 자본의 양이며, 는 효율노동 1

단위당 투자이다. 경제가 균제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투자 가 인구증가와 감

가상각으로 인한 의 감소분(= )과 기술진보에 의한 의 감소분(=)을 

상쇄시켜야 한다.

식 (18)이 균제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1단위당 자본의 순증가분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성립하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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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균제상태인 식 (19)를 식 (9)에 대입하고 자연로그를 취하면 효율노동 1단위

당 산출에 대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20) ln
   ln 

 ln  
 ln    

식 (20)에 대하여 MRW는 기술수준 는 개별 국가의 기술진보가 아니라 모

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감가상각율 에 대해서

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할 근거가 미약하고, 국가별 감가상각율을 추정할 자

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였다. 

단, 초기의 기술수준을 의미하는 는 기술수준과 자원부존량, 기후, 제

도 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국가마다 상이할 것이고, 국가별 충격을 고려하면 다

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21) ln   

이상을 정리하면, 특정 시점(  )에서의 효율노동 1단위당 산출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이를 실증 추정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22) ln
  

 ln 
 ln    

(MRW는     이라 가정)

위의 실증 추정모형은 생산함수에 실물자본만을 포함하는 모형이다. 

Mankiw, Romer and Weil(1992)는 실증분석에 있어서 인적자본을 포함하는 다

음과 같은 생산함수와 추정모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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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식 (23)에서 는 시점에서의 인적자본의 스톡을 나타낸다. 앞선 유도과

정에서 식(9)에서 식 (10)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효율노동 1단위당 산출과 자본

량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인적자본도 효율노동 1단위당의 양, 즉   로 표

현할 수 있다. MRW는 인적자본에 대해서도 실물자본과 동일한 생산함수를 가정

하였다. 즉, 인적자본의 축적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감가상각에 의해 결정되

고, 감가상각의 속도는 실물자본과 동일한 값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인

적자본의 축적은 식 (2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4)      

, 를 각각 소득 중 실물자본과 인적자본에 투자되는 비중이라고 할 때, 

실물자본과 인적자본은 식 (14)에서 식 (18)에 이르는 유도과정을 거쳐 식 (25a)

와 식 (25b)에 의해 결정된다. 

(25a)      

(25b)      

위 식이 균제상태에 이르면 다음 상태에 이르게 된다.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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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제상태인 식 (26)을 생산함수에 대입하고 로그를 취한 후, 식 (21)을 적용

하면 다음과 같은 인적자본의 축적이 포함된 솔로우 추정 모형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27) ln
   

  ln    

 
 ln   

 ln   

이후 Nonneman and Vanhoudt(1996)의 연구에서는 솔로우 모형이 3개 이

상의 투입요소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해당 논

문에서는 실물자본, 인적자본, 연구개발투자를 포함하는 모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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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요약

3.1. 분석방법

1) 분석모형 설정

솔로우 모형은 경제성장의 요인이 저축에 의한 자본의 축적과 기술진보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주상영(2007)은 저축이 개별 경제주체들의 저축과 

소비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당국에 의해 쉽게 변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성장 정책의 핵심은 생산성의 증가 또는 기술진보에서 찾

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또는 

경제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

며, 고속도로, 항만, 공항, 정보통신 네트워크 등의 시설을 효과적으로 건설함으

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인프라스트

럭쳐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Estache et al.(2005)

는 총요소생산성을 나타내는 힉스 중립의 항으로 표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생산

개발도상국에 제공되는 인프라 부문의 공적개발원조는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투입요소가 아닌 총요소생산성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며, 인프라 ODA의 양과 산출에 대한 탄력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인프라ODA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 시점 에서 한 국가의 총산출을 

, 실물자본을 , 인적자본을 , 노동수준을 , 기술수준을 라 

할 때,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28)             

솔로우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   ,    이며, 

  ,   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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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8)에서는 인적자본과 기술진보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대리변수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이다. 식 (28)에서 은 투입되는 노동력의 양이

고, 는 노동력의 특성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식을 사용하여 성장회계를 다루

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이 노동력의 특성을 교육, 나이, 성별 등으로 세분

화 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교육과 관련된 변수를 사

용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다(Collins, Bosworth, Rodrik, 1996). 교육

(Education) 변수의 종류에도 교육연수, 진학률, 특정 코호트의 학력 등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각 국가별 데이터의 구득 가능성, 자료의 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진학률 자료를 활용하여,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동인구 비중을 인적자

본의 대리변수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인적자본을 생산함수에 포함하는 방법에는 노동(L)과 결합시키는 방법

(Collins, Bosworth, Rodrik, 1996)과 별도의 항으로 포함하는 방법(MRW, 

1992)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은 MRW의 모형을 따르므로, 식(28)과 같이 별도

의 항으로 포함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된 MRW의 생산함수는 생산기술, 부존자

원, 기후, 제도 및 기구 등 중립적 기술진보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본과 

기술진보의 중복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인프라스트럭쳐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29)     인프라산출에 대한 탄력성

(30) 
 

  
 




 



⇒   

식 (30)에서 와 는 각각 식 (25a)와 식 (25b)에 의해 결정되며, 균

제상태에서는 다음이 성립한다.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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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식 (30)에 대입하고 자연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32)      ln
   ln  

 ln 
 ln   

 
 ln   


 

 ln  


ln  
  ln   

 
 ln   


 

여기에서   ln 로 정의하고, 균제상태에서의 국가별 충격을 나

타내는 오차항()을 식에 포함하면 본 연구에서 활용할 실증 추정 모형은 식 (33)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3)      ln     


ln   
  ln   

 
 ln   


  

인프라ODA가 생산함수에 포함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

는데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식 (33) 이외에 생산함수에 실물자본만

을 투입하는 모형, 인적자본 대신에 인프라ODA를 포함하는 모형, 실물자본과 인

적자본이 포함된 모형을 추정하고 결과를 비교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식 (33), (34), (35), (36) 과 같이 네 가지 모형을 추정하고 결과를 비교한다. 

(34) ln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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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ln     


ln  
 ln  



 ln     

(36) ln     
 ln   


 

 

 ln    

또한, MRW(1992)의 논문에서와 같이, 제약모형을 추정하여 모형의 적합성

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제약모형은 ln  , ln  의 계수들의 합이 ln    
의 계수와 크기는 같고, 부호만 다르다는 제약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추

정을 통한 , 의 값이 제시되고, 이 값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치와 유사하게 

도출되는지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는 생산함수에서 실물자본소득 분배율 즉, 산출물의 자본량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의미하고, 약 의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산출물의 인

적자본량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의미한다. 가 갖는 값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바가 없으나, MRW(1992)는 미국의 최소임금을 인적자본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임금으로 보고, 이 값이 제조업 평균임금의 30~50% 사이의 값을 보

이는 것을 고려하여, 의 값이 ∼   사이에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미국의 최소임금기준과 제조업 임금의 비율을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할 때 국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식 (33)에서 실물자본과 인적자본, 인프라ODA 항의 계수합이 ln   
항의 계수와 부호가 다르고 그 값은 같다고 가정하면 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실물자본과 인적자본의 투자율을 포함하는 제약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고, 인프라

ODA 항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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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ln     


ln   ln   

 


ln   ln     

위 제약모형을 추정하면 각 항의 계수가 추정이 되는데, 이를 통해 실물자

본 소득 분배율, 인적자본 소득 분배율, 인프라ODA의 소득 분배율인 , , 의 

값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값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직접 측정하기가 어려워 대리변수를 사용하였고, 국가별 최소 임금차이가 클 것

이기 때문에 기준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 값이 1/3에 

근사하는지의 여부로 모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입력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인적자본을 균제상태로 보고, 식 (31)을 

식 (33)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제약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 

(38) ln    


ln  


ln   ln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적자본의 소득 분배율은 직접적인 측정이 어렵고, 

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제약모형을 통해서는 실물자본에 대한 

소득분배율을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모형을 활용할 경우, 인프

라ODA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인 를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기 때

문에 실물자본과 인적자본에 대한 내재 분배율(Implied , )와 함께 제시한다.

제약모형을 포함하여 모든 식의 추정에 있어서 의 값은 0.05(=0.02, 

=0.03)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MRW(1992)에서 는 감가상각을 의미하는 값으로

서 국민소득계정 중 일정 기간 내에 있어서 발생하는 고정자산 가치의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책정되는 자본형성계정의 한 항목인 고정자본소모충당금(Capital 

Consumption Allowance) 자료를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미국의 경우 고정자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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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충당금은 국민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자본·산출 비율(capital-output 

ratio)이 3인 것을 감안하여 를 0.03으로 설정하였다. 기술수준의 발전속도를 

나타내는 는 인구 1인당 소득의 성장이 미국의 경우 1.7퍼센트인 것으로 도출되

었고, 중위 국가의 경우 2.2퍼센트 인 것으로 조사되어 0.02를 가정하였다. 

Estache(2005)의 연구에서는  의 값을 0.05, 0.03, 0.025 와 같이 다르게 적

용하여 추정하였으나, 추정값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0.05를 사용한 바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 간에 이 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전체 추

정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MRW(1992)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들이 그 

값을 모두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0.05라는 값을 

사용한다. 

2) 분석모형의 변수 구성

본 논문의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는 [표 3-1]과 같이 구성된다. 종속변수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세계은행에서 제공하

는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통해 구축하였다. 실증분석

에서 핵심을 이루는 독립변수인 인프라ODA의 금액은 ‘AidData54)’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AidData에는 96개의 공여기관과 UN, World Bank 등 다자

간 협력기구의 1949년부터 현재까지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자료를 OECD의 원

조목적코드(Creditor Reporting System, CRS)에 따라 분류하여, 학술적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자료에는 개별 원조사업의 공여국, 수원국, 

지원목적, 지원분야, 지원금액,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방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인프라 분야의 원조사업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였고, 분석에 활용된 자료에 대해서는 3장 2절에 요약된 내용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ODA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54) Strandow, Daniel, Michael Findley, Daniel Nielson, and Joshua Powell. 2011. The 

UCDP-AidData codebook on Geo-referencing Foreign Aid. Version 1.1.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Uppsala, Sweden: Uppsal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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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설명 출처

종속

변수


경제활동인구(만15~64세) 

1인당 실질 GDP

구매자 가격 기준, 

2000년도 달러 환산

/ 경제활동인구

World 

Bank

설명

변수

 실질국내투자/실질GDP
총자산 형성 금액

/ 총 GDP

World 

Bank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율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동인구 비중)

3차 교육기관 진학인구 

/ 경제활동인구

World 

Bank


경제활동인구 1인당 

인프라ODA 수원금액

인프라ODA 수원액

/ 경제활동인구

AIdData/ 

World 

Bank

 
노동가능인구의 

연평균성장률() 및 

감가상각

노동인구의 

전년도 대비 성장률 및 

감가상각

World 

Bank

[표 3-1] 실증모형 변수 구성

종속변수는 경제성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실질 GDP를 사용하였고, 효율 노

동 1단위당의 산출을 나타내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 또는 노동가능인구로 사용되

는 만 15세에서 64세의 인구수로 나눈 후 자연로그 값을 취하였다.

생산주체로서 기업은 자본과 노동 등의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데, 여기서 자

본이란 기계나 공장과 같은 내구적 생산요소를 말한다. 투자란 이러한 자본을 유

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생산물로 볼 수 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생

산물의 공급능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을 

사용해야 하므로 총수요의 일부가 되는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또한, 소비

에 비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5) 국민계정 측면에서는 이러한 실물

자본(Physical capital)의 형성을 투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실물자본에 대한 투

자율(ln)은 국내 총생산 대비 총자산형성(Gross Capital Formation)의 값으로 

표현이 된다.

55) 주상영, 2007, 거시경제학,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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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위한 인적자본(ln)의 역할은 자본과 노동으로 설명하던 고전

적 경제성장 모형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연구에서 중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확장된 솔로우 모형에서는 인적자본의 스톡이 아니라, 실물자본에서의 투

자율과 같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즉, 인적자본의 축적으로서 경제성장을 설명

하고자 하는데, 이를 측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2차교육기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대리변수로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 다루는 41개 국가들의 2차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인구의 비중은 평균 약 

40%, 3차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인구의 비중은 약 10%인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

구에서는 3차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인구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2차 교육기관

을 온전히 마친 인구만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본다. 

Estache(2005)에서는 인프라 지표와 탄력성으로 인프라의 영향을 살펴보았

는데, 인프라 지표는 1인당 포장된 도로의 길이, 1인당 통신회선 수, 1인당 식수 

및 위생시설 등 인프라 밀도를 나타내는 값을 사용하였다. Estache(2005)가 사용

한 인프라 지표는 개발도상국의 현황을 측정하여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 공적개발원조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금액을 로 

활용한다. 

‘  ’는 노동가능인구의 연평균성장률() 및 감가상각으로서 인구성장

률과 기술발전 속도가 상수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에 대한 감가상

각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음(-)의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 인구성

장률()과 기술발전 속도, 감가상각을 더하여 자연로그를 취한 값(ln)으
로 분석에 입력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경제활동인구 1인당 국민총생산은 2000년

도 기준 명목달러로 환산된 값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GDO per capita)와 차이

를 보이는데, 이는 각 국가의 경제활동인구의 비율과 당시의 환율 차이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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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

(Const2000, $)

실질국내투자

GCF_%ofGDP

인적자본투자율

(Tertiary

Enroll_R)

경제활동인구 

1인당 

Infra_ODA

Algeria 3315 34.10 10.78 22.79 

Bangladesh 564 17.14 4.61 5.07 

Benin 619 16.70 2.95 34.63 

Bolivia 1807 16.72 23.07 51.41 

Brazil 5581 20.06 13.53 12.99 

Burundi 293 11.20 0.94 18.86 

Cambodia 253 16.68 1.80 5.69 

Cameroon 1297 19.63 3.20 31.10 

Central African Rep. 534 11.54 1.21 24.03 

Chile 5595 20.87 25.66 19.56 

China 934 36.71 6.14 2.09 

Colombia 3845 19.42 16.36 18.92 

Congo, Rep. 1986 27.65 4.38 44.67 

Costa Rica 5746 21.04 22.99 46.42 

Dominican Republic 3804 20.65 20.26 21.16 

Ecuador 2324 20.87 25.37 37.76 

El Salvador 3667 16.35 15.16 28.29 

Guatemala 3022 16.19 8.28 18.75 

Honduras 2118 24.45 10.44 53.41 

India 593 23.35 7.16 2.70 

Indonesia 202 25.70 8.92 2.34 

Jamaica 5930 24.19 10.15 47.94 

Kenya 834 20.61 1.85 25.76 

Laos 363 18.57 2.77 18.48 

Malawi 290 21.24 0.46 22.30 

Malaysia 4734 27.19 13.28 17.62 

Mali 400 19.46 1.42 27.60 

Mauritius 3756 25.93 7.09 54.76 

Mexico 8807 22.93 15.56 12.50 

Nepal 333 19.36 4.16 11.44 

Nicaragua 1807 23.45 10.71 41.37 

Panama 6030 21.27 27.84 64.01 

Paraguay 2313 22.45 12.82 33.34 

Peru 3737 21.78 24.58 17.58 

Philippines 1841 22.98 25.06 16.38 

Senegal 980 17.27 3.27 40.48 

Thailand 2166 29.36 21.03 13.84 

Togo 544 19.95 2.68 26.57 

Tunisia 3044 26.29 12.26 72.62 

Uganda 340 13.90 1.60 10.35 

VietNam 384 27.25 5.49 9.46 

[표 3-2] 국가별 변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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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 국가

DAC 가입국

(22)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국가 단위가 아니므로 제외함

[표 3-3 ] DAC 가입국

3.2 분석자료 요약

1) 인프라ODA 자료 구축

경제개발협력기구의 개발원조위원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를 포함하여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2009

년 11월 25일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단위의 자료

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계가 맞지 않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제외하였다. 또

한, 분석기간을 1970년부터 2009년까지로 하므로, 실질적으로 분석기간에 포함

되지 않는 우리나라를 제외하여 22개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국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수집 기간은 1970년부터 2009년까지로 이십 

년간의 공적개발원조의 특성에 대해 다자간 원조를 제외한 양자간 원조만을 대상

으로 하였다. [표 3-1]에서 제시한 33개 항목에 대해 AidData에서 제공하는 자

료에서 1970년에서 2009년 동안의 공적개발원조 지원 실적을 추출하였다. 추출

된 분야는 CRS 분류상 식수공급 및 위생, 주택과 관련된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도로, 철도 등과 관련된 경제 인프라 구조 및 서비스이고, 생산 부문에서 

건설 정책 및 행정, 다부문에서 도시개발 및 관리이고, 본 논문에서는 이를 다시, 

운송, 통신, 주택 및 도시개발, 수자원, 에너지, 다부문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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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DAC 

분류
분야코드 분야(영문) 분야(한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식수공급 

및 위생

14015 Water resources protection 수자원보호

14020 Water supply and sanitation-large systems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

14021 Water supply-large systems 대규모 상수 시스템

14022 Sanitation-large systems 대규모 하수 시스템

14030 Basic drinking water-supply/sanitation 기초식수공급 및 기초위생

14031 Basic drinking water supply 소규모 상수 시스템

14032 Basic sanitation 소규모 하수 시스템

14040 River development 하천 개발

14050 Waste management/disposal 폐기물 관리/처리

기타  

인프라 

및 

서비스

16030 Housing policy and management 주택정책 및 행정관리

16040 Low-cost housing 저비용 주택개발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운송 및 

창고

21010 Transport policy and management 운송 정책 및 행정관리

21020 Road transport 도로 운송

21030 Rail transport 철도 운송

21040 Water transport 수로 운송

21050 Air transport 항공 운송

통신

22010 Communications policy and management 통신 정책 및 행정 관리

22020 Telecommunications 통신/전화

22030 Radio/television/print media 라디오/텔레비전/인쇄매체

22040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개발 및 

공급

23061 Oil-fired power plants 유류화력 발전소

23062 Gas-fired power plants 가스화력 발전소

23063 Coal-fired power plants 석탄화력 발전소

23064 Nuclear power plants 원자력 발전소

23065 Hydro-electric power plants 수력 발전소

23066 Geothermal energy 지열 발전소

23067 Solar energy 태양 에너지

23068 Wind power 풍력 발전

23069 Ocean power 조력 발전

23070 Biomass 생물자원 에너지

생산 건설 32310 Construction policy and management 건설정책 및 행정관리

다부문 다부문

41010 Environmental Policy and Management 환경정책 및 관리

41040 Site perservation 자연문화유산 보호

41050 Flood prevention/Control 홍수방지/대책

43030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도시개발 및 관리

[표 3-4] 원조목적코드(CRS)자료수집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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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송 통신
주택 및 

도시개발

식수공급 

및 위생
에너지 다부문

포함 

코드

21010

21020

21030

21040

21050

22010

22020

22040

16030

16040

32310

43030

14015

14020

14030

14040

14050

23061

23062

23063

23064

23065

23066

23067

23068

23069

23070

41010

41040

41050

[표 3-5] 원조목적코드의 재분류

원조목적코드에서 인프라와 관련된 항목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경제 인

프라 및 서비스, 생산, 다부문이 있다56). 운송, 통신, 에너지, 식수공급 및 위생

(수자원)은 상위 항목과 사업 내용이 일치되기 때문에 별도의 분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주택, 건설, 도시개발은 사회인프라, 생산, 다부문에 나뉘어 있어서 해당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주택 및 도시개발’ 항목으로 재분

류하였다. 

[표 3-5]의 분류에 따라 자료를 재분류하고, 모든 수원국의 연도별-분야별 

사업 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다. 인프라ODA 사업의 지원규모는 운송, 

식수공급 및 위생, 통신, 에너지, 주택 및 도시개발, 다부문의 순서로 높은 비중

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육상 운송이 우선적으

로 지원되고,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식수공급 및 위생 분야에 지원이 이루

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운송분야는 단위 사업의 지원규모도 타 분야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56) 각 대분류 항목에는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많은 DAC 분류와 분야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표3-4]에는 인프라 분야와 관련된 항목만 추출하여 제시되어 있으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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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ODA 사업 요약

본 절에서는 인프라ODA 전체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는 재

분류한 분야별로 특성을 살펴본다. 인프라ODA 사업은 사업의 특성 상 국가의 개

발 초기에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한다. 

<그림 3-1> 인프라ODA 연간 합계금액(Constant2000) 

<그림 3-1>은 인프라ODA 자료 전체의 분야를 구분하지 않은 합계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인프라 ODA의 연간 규모는 시기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이 있지

만, 전체적인 추세로 볼 때에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3-2>를 보면 규모

가 증가하는 동시에 사업의 수도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인프라ODA 사업의 평균 규모는 작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1990년대 초반까지의 인프라 공급에 있어서는 단위사업

의 수가 적은 대신 규모가 큰 특성을 보이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양한 분

야에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추진되면서 수가 많은 대신 규모가 작은 특성을 보인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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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인프라ODA 사업 추세

<그림 3-2>를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프라ODA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

고, 이로 인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시기와 관련이 있다. 

<그림 3-3> 인프라ODA 사업별 평균 규모(Constant2000)

1970년대 이후로, 국제개발협력이 증가되면서 인프라ODA 단위사업의 규모

는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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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시행건수
합계금액 건당 규모

(Const. 2000 USD, 백만불)

1970 46 2,522 55 

1971 34 3,188 94 

1972 47 4,232 90 

1973 117 5,735 49 

1974 163 6,732 41 

1975 121 6,489 54 

1976 183 6,982 38 

1977 204 6,643 33 

1978 227 10,026 44 

1979 206 8,550 42 

1980 324 12,351 38 

1981 299 10,194 34 

1982 331 13,471 41 

1983 349 10,662 31 

1984 390 14,146 36 

1985 337 13,115 39 

1986 367 10,267 28 

1987 382 12,480 33 

1988 455 13,265 29 

1989 465 12,485 27 

1990 449 11,493 26 

1991 520 12,505 24 

1992 609 15,111 25 

1993 563 14,994 27 

1994 659 14,075 21 

1995 829 14,838 18 

1996 760 16,919 22 

1997 901 16,716 19 

1998 1016 14,860 15 

1999 1287 14,143 11 

2000 1246 14,649 12 

2001 1421 16,517 12 

2002 1305 14,534 11 

2003 1776 10,424 6 

2004 1772 13,509 8 

2005 2727 14,831 5 

2006 2559 14,812 6 

2007 2975 17,883 6 

2008 3180 16,234 5 

2009 3956 17,938 5 

합계 35,557 480,520

[표 3-6] 연도별 사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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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인프라ODA 분야별 추세 

운송분야의 지원규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운송(21020)’이 다

른 분야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철도운송(21030)’, ‘수로운송

(21040)’이 뒤를 잇고 있다.

<그림 3-5> 운송 분야 코드별 추세 

통신분야에서는 ‘통신/전화(22020)’가 원조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통신정책 및 행정관리(22010)’, ‘정보통신기술(22040)’ 분야에는 지원이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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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통신분야 코드별 추세 

주택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주택정책 및 행정관리(16030)’와 ‘도시개발 

및 관리(43030)’ 항목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7> 주택 및 도시개발 분야 코드별 추세

주택 및 도시개발 분야는 1980년대 이전에는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

고, 주택정책 및 행정관리에 대한 원조가 선행되었고, 1990년대 초기에 ‘도시개

발 및 관리(43030)’에 대한 지원이 이어졌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저비용 주

택개발(16040)’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분야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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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주택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주택정책 수립에서 도시개발, 그리고 실질적

으로 필요한 유형의 저비용 주택 공급이라는 일련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식수공급 및 위생 분야에서는 ‘식수개발 및 위생처리(14020)’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하천개발(14040)’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8> 식수공급 및 위생 분야 코드별 추세

에너지 분야는 전체 인프라ODA 분야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에너지 분야는 ‘지열발전소(23066)’, 
‘원자력발전소(23064)’, ‘석탄화력발전소(23063)’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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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에너지 분야 코드별 추세

다부문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자연문화유산 보호(41040)’에 항

목에 대한 원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0> 다부문 코드별 추세

인프라ODA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자료 중 운송과 식수공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항목들에서도 하나의 사업유형에 대해 편중되어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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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송 통신
주택 및 

도시개발

식수공급 

및 위생
에너지 다부문

1970~

1979
0.5700 0.1432 0.0563 0.1424 0.0637 0.0243 

1980~

1989
0.5607 0.0942 0.0779 0.0880 0.1728 0.0064 

1990~

1999
0.5384 0.0785 0.0455 0.1434 0.1464 0.0479 

2000~

2009
0.5663 0.0163 0.0493 0.2215 0.0808 0.0657 

평균 0.5588 0.0830 0.0572 0.1488 0.1159 0.0360 

[표 3-7] 아시아 지역 국가의 연대별 인프라ODA 수원 비중변화

구분 운송 통신
주택 및 

도시개발

식수공급 

및 위생
에너지 다부문

1970~

1979
0.6936 0.0372 0.0302 0.2015 0.0359 0.0015 

1980~

1989
0.5413 0.0769 0.0649 0.2781 0.0341 0.0047 

1990~

1999
0.5064 0.0467 0.1102 0.2753 0.0322 0.0292 

2000~

2009
0.5037 0.0214 0.0768 0.2887 0.0428 0.0667 

평균 0.5612 0.0455 0.0705 0.2609 0.0362 0.0255 

[표 3-8]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연대별 인프라ODA 수원 비중변화

구분 운송 통신
주택 및 

도시개발

식수공급 

및 위생
에너지 다부문

1970~

1979
0.6304 0.0538 0.0816 0.2196 0.0100 0.0046 

1980~

1989
0.4766 0.0423 0.1656 0.2735 0.0370 0.0052 

1990~

1999
0.4981 0.0355 0.1160 0.2203 0.0824 0.0477 

2000~

2009
0.4567 0.0459 0.1616 0.1815 0.0182 0.1361 

평균 0.5154 0.0444 0.1312 0.2237 0.0369 0.0484 

[표 3-9] 남미 지역 국가의 연대별 인프라ODA 수원 비중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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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송 통신
주택 및 

도시개발

식수공급 

및 위생
에너지 다부문

1970~

1979
0.7509 0.0653 0.0229 0.1106 0.0466 0.0036 

1980~

1989
0.5483 0.0991 0.0357 0.1995 0.1125 0.0050 

1990~

1999
0.5406 0.0615 0.0645 0.1980 0.0731 0.0624 

2000~

2009
0.5430 0.0286 0.0653 0.2502 0.0370 0.0758 

평균 0.5957 0.0632 0.0471 0.1895 0.0673 0.0367 

[표 3-10] 저소득 국가 그룹의 연대별 인프라ODA 수원 비중변화

구분 운송 통신
주택 및 

도시개발

식수공급 

및 위생
에너지 다부문

1970~

1979
0.6096 0.0929 0.0720 0.1729 0.0315 0.0211 

1980~

1989
0.4915 0.1002 0.1107 0.1223 0.1676 0.0076 

1990~

1999
0.4548 0.0802 0.0796 0.1746 0.1601 0.0506 

2000~

2009
0.5770 0.0177 0.0545 0.1962 0.0960 0.0587 

평균 0.5332 0.0727 0.0792 0.1665 0.1138 0.0345 

[표 3-11] 중저소득 국가 그룹의 연대별 인프라ODA 수원 비중변화

구분 운송 통신
주택 및 

도시개발

식수공급 

및 위생
에너지 다부문

1970~

1979
0.6033 0.0799 0.0589 0.2161 0.0376 0.0043 

1980~

1989
0.5609 0.0511 0.1073 0.2205 0.0558 0.0043 

1990~

1999
0.5664 0.0501 0.0709 0.1810 0.0922 0.0396 

2000~

2009
0.4785 0.0313 0.1155 0.2349 0.0283 0.1115 

평균 0.5523 0.0531 0.0882 0.2131 0.0535 0.0399

[표 3-12] 고중소득 국가 그룹의 연대별 인프라ODA 수원 비중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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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시아 비중 아프리카 비중 남미 비중 평균

LDC

Bangladesh

Cambodia

Laos

Nepal

0.132

0.088

0.233

0.309

Benin

Burundi

C.A.Rep.

Malawi

Mali

Senegal

Togo

Uganda

0.323

0.216

0.272

0.200

0.248

0.244

0.234

0.160

- - 0.222

MDC

India

Indonesia

Philippines

VietNam

0.215

0.256

0.268

0.202

Cameroon

Congo,Rep.

Kenya

0.293

0.305

0.260

Bolivia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Paraguay

0.234

0.173

0.212

0.225

0.222

0.297

0.243

LMDC

China

Malaysia

Thailand

0.439

0.255

0.346

Algeria

Mauritius

Tunisia

0.281

0.239

0.292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D.O.M.

Ecuador

Jamaica

Mexico

Panama

Peru

0.273

0.270

0.217

0.214

0.178

0.267

0.216

0.195

0.271

0.144

0.256

평균 0.249 평균 0.254 평균 0.226

*Acronym Code

C.A.Rep.: Central African Republic

D.O.M.: Dominican Republic

LDC: 저소득국, MDC: 중위소득국, LMDC: 고중소득국

[표 3-13] 전체 ODA 중 인프라ODA 수원 비중(지역별/소득그룹별)

[표 3-13]은 전체ODA 중 인프라ODA의 지역별/소득그룹별 수원 비중을 보

여주고 있다. 전체ODA 중 인프라ODA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0.222~0.256 사

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별/소득그룹별 비중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이 근소하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은 국

가들에서 인프라ODA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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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프라ODA와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설정한 분석방법에 따른 합동 OLS 분석과 패널회귀모

형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합동 OLS 분석에서는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고

전적 모델과 인적자본 변수 포함의 결과, 인프라ODA 변수 포함의 결과를 비교하

여, 인프라ODA 항을 포함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지를 살펴본다. 패널회귀분석에서는 합동 OLS 분석에서 반영하지 못하

는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결과를 제시한다. 

4.1. 합동 OLS 분석결과

구분 ln ln ln ln  

ln

Pearson

유의확률(양쪽)

N

1

1550

ln

Pearson

유의확률(양쪽)

N

.280

.000

1550

1

1640

ln
Pearson

유의확률(양쪽)

N

.068

.009

1470

-.005

.844

1517

1

1517

ln  
Pearson

유의확률(양쪽)

N

.015

.555

1550

-.015

.553

1640

.131**

.000

1517

1

1640

[표 4-1] 변수들의 상관관계

[표 4-1]은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를 요약하고 있다. 실물자본과 인적자

본 사이의 상관계수가 0.280으로 다중공선성을 일으킬 정도로 크지 않고, 실제 

분석에 있어서도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생산함수에 실물자본만을 투입하는 모형, 인적자본 대신에 인프라ODA를 포

함하는 모형, 실물자본과 인적자본이 포함된 모형, 확장된 솔로우 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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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3.241

(-4.862)**

-4.898

(-6.987)**

-0.960

(-1.921)*

-1.646

(-3.134)**

ln
0.789(0.299)

(12.329)**

0.773(0.289)

(11.653)**

0.338(0.128)

(6.868)**

0.311(0.116)

(6.129)**

ln
0.549(0.660)

(35.239)**

0.574(0.661)

(34.606)**

ln 0.096(0.147)

(5.882)**

0.108(0.166)

(9.037)**

ln  
-1.009(-.096)

(-3.937)**

-1.551(-.146)

(-5.858)**

-.446(-.420)

(-2.330)**

-.604(-.057)

(-3.064)**

  0.097(0.096) 0.129(0.127) 0.501(0.500) 0.527(0.526)

[표 4-2] 인프라ODA의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분석

모형 1에 비해 모형 3의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솔로우 모형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인 인프라ODA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잘 설명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형 1과 모형 2의 비교, 모형 3과 모형 4의 비교가 필요

하다. [표 4-4]의 결과를 보면, 두 가지 경우 모두 인프라 ODA가 모형에 포함되

었을 때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프라 ODA가 모형에 포함되

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모형 4에서의 인프라 ODA의 계수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인프라 ODA가 

1%p 상승하면 1인당 GDP는 0.108(0.166)%p 만큼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표본 국가들에서 GDP 대비 인프라ODA의 비율

은 약 2%인 것으로 나타난다. 0.108(0.166)%p가 수치적으로는 작은 것으로 보이

나 경제성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유의미한 수치라 볼 수 있다. 모든 부문의 

ODA 금액을 변수로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했던 서우택(2012)은 1인

당 ODA의 1%p 상승에 0.151%p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중의 

일부인 인프라 부문의 ODA가 0.108(166)%p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ODA의 

여타 부문에 비해 인프라ODA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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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모형에 대한 제약모형의 결과를 살펴본다. 모형 1부터 4에는 

서로 다른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각 투자율 및 인프라ODA 항의 계수의 합이 

ln   항의 계수와 부호는 다르고 크기는 같다는 제약은 동일하고, 각각 다

음과 같은 제약식을 갖는다.

모형1: ln    


ln   ln    

모형2: ln    


ln  


ln   ln     

모형3: ln    


ln   ln   


 

모형4: ln    


ln  


ln   ln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6.680

(1067.732)**

6.454

(86.606)**

5.577

(34.748)**

4.783

(25.698)**

ln   ln    
0.629

(11.454)**

0.631

(11.824)**

0.547

(9.926)**

0.510

(9.153)**

ln  0.087

(7.439)**

0.121

(9.742)**

ln 0.088

(5.479)**

0.143

(8.607)**

  0.077 0.099 0.109 0.153

  0.386 0.387 0.354 0.338

  0.056 0.080

  0.032 0.095

[표 4-3] 제약모형 - 인프라ODA의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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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상이 되는 41개 국가의 GDP 대비 GCF 비중의 평균은 0.323으

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0.3(또는 1/3)과 근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제약모형

의 추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실물자본 투자율이 0.338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일

반적으로 알려진 수치와 일치함을 알 수 있고 모형설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율 또는 인적자본의 소득분배율을 의미하는 베타값은 0.08

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MRW의 논문에서 제시되었던 0.3~0.5에는 미치지 못하는 

값이지만, 연구대상이 되는 국가들의 임금 수준이 미국과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값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율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

하였던 중등기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 비중인 Tertiary Enroll의 평균, 

0.1066과는 근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인프라ODA의 소득에 대한 내재분배율을 의미하는 감마 값은 0.095로 도출

되었다. 이 수치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인적자본 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프라ODA 금액의 비중이 GDP의 0.004인데 감마 

값 즉, 탄력성은 0.095으로 총요소생산성으로서 금액에 비해 간접적인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4-3]의 결과는 인프라ODA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주

고 있으며, 유의도 또한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고찰에서 살

핀 바와 같이 경제성장의 효과는 개발도상국의 지역, 소득,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OECD 수원국 분

류 기준에 의한 소득그룹별 차이, 지역별 차이, 도시화 속도에 따른 상이한 경제

성장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더미 변수로 처리하는 방법

도 있으나, 모형 내에 GDP가 포함되어 있고, GDP는 소득그룹의 구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군별로 분리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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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은 모든 표본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 거의 동

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인프라 ODA가 포함되었을 때 설명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변수의 영향관계도 변화하지 않았다. 단, 일부 모형에 있어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변수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1.782

(-1.288)

-3.855

(-2.480)**

1.040

(0.904)

0.775

(0.584)

ln
0.748(0.299)

(6.044)**

0.711(0.269)

(5.165)**

0.318(0.127)

(2.996)**

0.223(0.085)

(1.875)*

ln
0.548(0.582)

(13.623)**

0.632(0.594)

(12.896)**

ln 0.104(0.169)

(3.237)**

0.056(0.091)

(2.117)**

ln  
-.127(-.012)

(-.240)

-.850(-.078)

(-1.475)

0.633(0.059)

(1.455)

0.548(0.050)

(1.129)

  0.090(0.085) 0.116(0.109) 0.393(0.388) 0.406(0.399)

[표 4-4] 아시아 국가의 인프라ODA와 경제성장의 관계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6.182

(48.409)**

6.056

(43.542)**

6.082

(16.581)**

5.597

(13.896)**

ln   ln    
0.395

(3.897)**

0.382

(3.690)**

0.388

(3.721)**

0.351

(3.305)**

ln  0.007

(0.290)

0.030

(1.213)

ln 0.094

(3.099)**

0.106

(3.324)**

  0.038 0.062 0.038 0.065

  0.283 0.276 0.280 0.260

  - -

  0.068 0.078

[표 4-5] 제약모형 - 아시아 국가의 인프라ODA와 경제성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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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1.046

(-1.741)*

-1.143

(-1.778)*

-1.854

(-4.110)**

-1.561

(-3.363)**

ln
1.169(0.691)

(22.060)**

1.180(0.689)

(21.014)**

0.776(0.458)

(17.608)**

0.751(0.438)

(16.639)**

ln
0.418(0.544)

(20.528)**

0.453(0.557)

(21.520)**

ln .021(0.033)

(1.008)

0.048(0.076)

(3.196)**

ln  
-.204(-.027)

(-.879)

-.229(-.030)

(-.939)

-.905(-.122)

(-5.088)**

-.764(-.100)

(-4.294)**

  0.476(0.474) 0.486(0.483) 0.707(0.706) 0.733(0.731)

[표 4-6] 아프리카 국가의 인프라ODA와 경제성장의 관계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5.786

(99.706)**

5.729

(72.677)**

3.517

(18.381)**

3.255

(15.300)**

ln   ln    
1.056

(20.072)**

1.045

(19.261)**

0.951

(20.104)**

0.934

(19.230)**

ln  0.200

(12.315)**

0.211

(12.306)**

ln 0.027

(1.266)

0.051

(2.704)**

  0.427 0.433 0.553 0.561

  0.514 0.511 0.487 0.483

  0.103 0.109

  - 0.026

[표 4-7] 제약모형 - 아프리카 국가의 인프라ODA와 경제성장의 관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2의 경우, 아시아 지

역에서는 인프라ODA가 유의하고, 인적자본이 유의하지 않으나 아프리카는 반대

로 인프라ODA가 유의하지 않고, 인적자본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도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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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인프라 ODA가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대로 일부의 국가에 대해서는 

인프라ODA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모형의 설명

력이 0.134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다른 원인으로 남미국가의 경제성장

을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4.563

(-7.718)**

-4.400

(-7.061)**

-3.576

(-5.635)**

-3.480

(-5.188)**

ln
0.328(0.161)

(4.203)**

0.336(0.158)

(4.010)**

0.338(0.128)

(6.868)**

0.324(0.153)

(3.898)**

ln
0.128(0.159)

(3.983)**

0.121(0.144)

(3.499)**

ln -.048(-.149)

(-3.765)**

-.046(-.145)

(-3.703)**

ln  
-1.574(-.267)

(-6.956)**

-1.567(-.262)

(-6.601)**

-1.275(-.216)

(-5.405)**

-1.290(-.216)

(-5.200)**

  0.092(0.089) 0.116(0.111) 0.115(0.110) 0.134(0.128)

[표 4-8] 남미 국가의 인프라ODA와 경제성장의 관계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7.836

(137.760)**

7.951

(117.425)

5.857

(32.076)**

5.933

(29.346)**

ln   ln    
0.358

(6.681)**

0.405

(7.226)**

0.384

(8.052)**

0.425

(8.234)**

ln  0.138

(11.306)**

0.135

(10.488)**

ln -.059

(-4.738)**

-.031

(-2.648)**

  0.069 0.103 0.224 0.242

  0.264 0.288 0.277 0.298

  0.100 0.094

  -.042 -.021

[표 4-9] 제약모형 - 남미 국가의 인프라ODA와 경제성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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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ll Asia Afria Latin America

상수
-1.646

(-3.134)**

0.775

(0.584)

-1.561

(-3.363)**

-3.480

(-5.188)**

ln
0.311(0.116)

(6.129)**

0.223(0.085)

(1.875)*

0.751(0.438)

(16.639)**

0.324(0.153)

(3.898)**

ln
0.574(0.661)

(34.606)**

0.632(0.594)

(12.896)**

0.453(0.557)

(21.520)**

0.121(0.144)

(3.499)**

ln 0.108(0.166)

(9.037)**

0.056(0.091)

(2.117)**

0.048(0.076)

(3.196)**

-.046(-.145)

(-3.703)**

ln  
-.604(-.057)

(-3.064)**

0.548(0.050)

(1.129)

-.764(-.100)

(-4.294)**

-1.290(-.216)

(-5.200)**

  0.527(0.526) 0.406(0.399) 0.733(0.731) 0.134(0.128)

[표 4-10] 지역별 분석 모형의 비교

구분 전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상수
4.783

(25.698)**

5.597

(13.896)**

3.255

(15.300)**

5.933

(29.346)**

ln   ln    
0.510

(9.153)**

0.351

(3.305)**

0.934

(19.230)**

0.425

(8.234)**

ln  0.121

(9.742)**

0.030

(1.213)

0.211

(12.306)**

0.135

(10.488)**

ln 0.143

(8.607)**

0.106

(3.324)**

0.051

(2.704)**

-.031

(-2.648)**

  0.153 0.065 0.561 0.242

  0.338 0.260 0.483 0.298

  0.080 - 0.109 0.094

  0.095 0.078 0.026 -.021

[표 4-11] 제약모형 - 지역별 분석 모형의 비교

수원국을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모형1과 모

형2, 모형3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각각 다르게 나오고, 모형의 

설명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적자본의 영향이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ODA는 실물자

본, 인적자본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높은 수준의 유의도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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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시화 속도에 따라 구분된 국가군 분석 결과이다. 도시화 속도가 

빠른 그룹과 느린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

화 속도는 표본 대상 41개국가의 연간 도시화율 변화의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4.253

(-6.060)**

-3.826

(-3.020)**

1.021

(1.224)

0.289

(0.329)

ln
-.451(-.239)

(-5.971)**

-.593(-.216)

(-5.774)**

0.391(0.170)

(4.301)**

0.262(0.110)

(2.753)**

ln
0.245(0.278)

(6.687)**

0.356(0.480)

(12.372)**

0.422(0.548)

(13.783)**

ln 0.232(0.478)

(12.674)**

0.123(0.205)

(5.407)**

ln  
-1.015(-.157)

(-3.926)**

-.369(-.033)

(-.770)

0.680(0.074)

(2.005)**

0.511(0.055)

(1.473)

  0.065(0.062) 0.373(0.368) 0.349(0.345) 0.387(0.382)

[표 4-12]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국가군의 인프라ODA와 경제성장 관계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3.032

(-3.928)**

-4.542

(-5.712)**

-.292

(-.489)

-1.023

(-1.612)*

ln
0.543(0.235)

(7.730)**

0.577(0.243)

(7.805)**

0.336(0.145)

(6.205)**

0.345(0.151)

(6.140)**

ln
0.529(0.637)

(27.077)**

0.539(0.611)

(24.716)**

ln 0.086(0.157)

(5.068)**

0.077(0.140)

(5.828)**

ln  
-.912(-.096)

(-3.139)**

-1.423(-.151)

(-4.811)**

-.226(-.024)

(-1.014)

-.437(-.046)

(-1.869)*

  0.069(0.067) 0.112(0.109) 0.460(0.458) 0.463(0.461)

[표 4-13]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국가군의 인프라ODA와 경제성장 관계

표본 대상 41개 국가들의 연간 도시인구는 70, 80년대에는 4%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가 90년대 들어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근 10년 간은 2.8~2.9%정도의 

속도로 감소하였고, 평균은 약 3.74%이다. 동기간동안 전 세계는 2.7%에서 2%대

로 감소하였고, 평균은 2.46%를 나타내고 있어, 표본대상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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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른 속도로 도시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표4-20]과 [표4-22]의 모형

4에 대한 결과를 볼 때, 도시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국가에서 인프라ODA의 

경제성장 효과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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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패널회귀모형 분석결과

1) 패널회귀분석 추정모형

본 연구에서 패널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관찰의 객체를 이루는 국

가들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체간의 이질성을 고려하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패널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론 상의 장점은 개체 간의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횡단면 분석보다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관찰의 객체가 반복하여 관찰되기 때문에 동적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실업률을 분석하는 경우 횡단면데이터에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실업률

만을 계산할 수 있지만, 패널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그룹의 실업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

(unobserved heterogeneity) 요인을 모형에서 고려할 수 있으므로, 횡단면분석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추정

량을 얻을 수 있다. 패널 개체의 특성이 회귀모형에서 제외되는 것은 누락 변수

로 인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패널 분석에서는 이질성이 포함이 될 수 있으

므로 모형설정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정태적 패널 모형의 추정은 크게 개체간 

효과 모형(between effect),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 확률효과(random 

effects) 모형 등으로 이루어진다.57) 

패널 선형회귀모형의 기본형태는 다음과 같다.

(39)                 ⋯     ⋯ 

57) 서범준, 2011, 주택시장의 미분양과 거래량에 관한 실증연구,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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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이질성을 나타내지만, 하나의 패널 개체 내

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패널의 개체특성을 나타내고,  는 시간과 패널 

개체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을 나타낸다. 개체간 효과 모형은 패널 개체 

내에서의 시계열 변동을 제외한 채, 각 개체의 시계열 관측치 그룹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계수를 추정하는 즉, 개체간 변동만을 고려하는 모형으로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이용한다. 

(40)     


고정효과 모형은 오차항 를 확률변수가 아니라 추정해야 할 모수로 간주

하며, 상수항이 패널 개체별로 서로 다르면서 고정되어(fixed) 있다고 가정한다. 

즉, 기울기 모수인 는 모든 패널 개체에 대해 서로 동일하지만, 상수항 ()

는 패널 개체별로 달라진다. 

(41)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은 식 (40)에서 각 변수들에 대해 패널 그룹

별 평균을 빼는 within 변환과 패널 개체별 더미변수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가 있다. 

(42)   
     

    
 

(43)    
  



     

식 (42)은 within 변환을 나타내고 우변에서 오차항 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  이더라도 OLS 추정을 통해 에 대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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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량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패널 개체별 특성 는 위 식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사후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식 (43)은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두 

번째 추정모형으로 는 식 (42)의 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에서 

추정된 는 이론적으로 식(42)에서 추정한 와 일치한다. 한편, 식 (43)에 의해 

얻어진 추정량을 최소제곱더미변수(LSDV; least squares dummy variable) 추정

량이라고 부른다58). 

확률효과 모형은 오차항  를 패널 개체별 상수항으로서 고정된 모수가 

아닌 확률변수로 가정한다. 확률효과 모형에서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상관 문제 및 설명변수와 개체특성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변형된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일치추정량이면서 효율적인 추

정량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59).

(44)    
       

       
 

여기에서 는 오차항의 분산인 
 와 

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5)   





 





식 (45)의 분자인 
은 고정효과 모형에서의 오차항의 분산이고, 분모인 


 

은 개체간 효과 모형의 오차항 분산으로 확률효과 모형은 그룹간 정보

와 그룹내 정보를 모두 사용하는 장점이 있고,      이라는 가정이 성

립한다면 고정효과 추정량에 비해 더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라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확률효과 모형 추

정량은 일치추정량이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58) 민인식, 최필선, 2012, 패널데이터분석, p.111.

59) 민인식, 최필선, 2012, 패널데이터분석,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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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회귀모형의 타당성 검정

가) 패널 단위근 검정

패널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함하고 있는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

정해야 한다. 안정적이지 않은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두 변수들간에 서

로 인과관계가 없어도 마치 두 변수들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가

성회귀 결과가 도출되어 통계적 오류를 범하기 쉽다. 시계열 자료가 비정상적인 

정상적인지의 판정은 단위근 검정을 통하는데, 일반적인 시계열 자료에는 ADF, 

Phillip-Perron 등의 검정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계열 단위근 검정 

방법을 시계열과 횡단자료를 포함하는 패널자료에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로는 단

위근이 존재하지만 검정력이 떨어져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문

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일련의 연구

들의 결과 최근의 패널 단위근 검정에는 Levin, Lin and Chu(LLC) 검정, Im, 

Pesaran and Shin(IPS), Fisher-ADF 검정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들 검정방법은 공통적으로 디키-풀러(ADF: Augmented Dicky-Fuller) 검정에 

기반한 수식을 활용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LLC 검정, IPS 검정은 불균형 패널자

료인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적합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60)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국가별 자료 중 일부가 결측되어 있는 

불균형 패널자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Fisher-ADF를 활용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다. LLC 검정과 IPS 검정 방법은 각 횡단별 시계열 자료를 ADF 검증한 

후, 이들의 t값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시계열 자료의 비정상성을 검정하는데 비해, 

Fisher-ADF 검정은 각 횡단의 단위근 검정결과로 나온 p값들을 결합한 값을 이

용하여 비정상성을 검정하는 차이가 있다. 신현중(2006)은 Fisher 검정 방법이 

비균형패널자료에도 사용할 수 있고, 각 횡단별 ADF 회귀분석에서 상이한 시차

(lag)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Maddal & Wu(1999)가 bootstrap에 의한 

60) 이근재, 2010, “외부성을 고려한 일본의 공공자본 생산성과 공간적 배분 효율성”,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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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값(critical value) 계산을 통하여 Fisher 검정이 우수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

을 근거로, Fisher 검정 방법의 검정력이 IPS, LLC 검정에 비해 탁월하다고 밝

히고 있다61). 이상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Fisher-ADF 검정 방법을 사용

하여 패널 자료에 단위근 유무를 검정한다. 검정에 있어서 시차를 부여하는 기준

은 Schwarz 정보 기준을 바탕으로 최대시차를 설정하도록 하였고, 분석에는 

Eviews6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Variable
Automatic selection 

of lags on SIC

ADF-Fisher Chi2 

Statistic
Prob.

ln 0 to 9 125.781 0.0014

ln 0 to 7 210.531 0.0000

ln 0 to 8 163.191 0.0000

ln 0 to 2 598.147 0.0000

ln   0 to 8 197.982 0.0000

[표 4-14]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이 유의확률 1% 수준에

서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하고 있으므로, 단위근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차분과 같은 시계열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별도의 처리를 필요로 하

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하우스만 검정

패널 회귀모형은 오차항 를 고정효과로 볼 것인지, 확률효과로 볼 것인지

에 따라 추정방법이 달라진다. 그 판단은 패널 개체의 특성과 설명변수간의 상관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이라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고정효과 추정

량과 확률효과 추정량이 모두 일치 추정량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결과를 얻

게 되지만,      ≠  이 될 경우, 확률효과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하우스만 검정은        

61) 신현중, 2006, “정책분석 및 평가에서 통합시계열자료를 사용할 경우에 패널단위근 검정의 필요

성에 대한 고찰”, 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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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귀무가설로 하여, 패널 데이터에 체계적 차이(systematic difference)가 있는

지를 검정한다. 

하우스만 통계량은 다음의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이원빈, 2009)

(46)      ′  
     ∼  

: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계수

: 확률효과모형의 추정계수

계수

b

고정효과

B

확률효과

(b-B)

difference

sqrt(diag(V_b-

V_B)) S.E.

ln 0.2125 0.2129 -.0005 0.0010

ln 0.1864 0.1901 -.0036 0.0007

ln 0.0104 0.0108 -.0003 0.0001

ln   -.6069 -.6043 -.0026 0.0023

b = consistent under H0 and Ha; obtained from xtreg, fe

B = inconsistent under Ha, efficient under H0; obtained from xtreg, re

Test:

  

H0: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chi2(4) = 

= 

Prob>chi2 = 

(b-B)'[V_b-V_B)^(-1)](b-B)

43.21

0.0000

[표 4-15] 하우스만 검정 결과

하우스만 검정은 확률효과모형 채택의 귀무가설에 대한 가설검정을 실시하

는데  통계량이 43.21로 나타나 1%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이는 확

률효과모형의 추정치가 일치추정량이 아니므로 일치추정량인 고정효과 모형을 선

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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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ln 0.2125*** 0.018 11.87 0.000 

ln 0.1864*** 0.008 23.69 0.000 

ln 0.0105*** 0.003 3.19 0.001 

ln   -0.6069*** 0.058 -10.44 0.000 

country=Algeria -1.9520*** 0.152 -12.84 0.000 

country=Bangladesh -3.4956*** 0.159 -22.04 0.000 

country=Benin -3.2714*** 0.160 -20.47 0.000 

country=Bolivia -2.6614*** 0.158 -16.79 0.000 

country=Brazil -1.4607*** 0.159 -9.19 0.000 

country=Burundi -3.7430*** 0.166 -22.52 0.000 

country=Cambodia -3.3432*** 0.161 -20.82 0.000 

country=Cameroon -2.5878*** 0.160 -16.13 0.000 

country=Central African Rep. -3.2724*** 0.167 -19.56 0.000 

country=Chile -1.6362*** 0.161 -10.18 0.000 

country=China -3.3046*** 0.165 -19.98 0.000 

country=Colombia -1.8338*** 0.157 -11.69 0.000 

country=Congo, Rep. -2.3114*** 0.157 -14.72 0.000 

country=Costa Rica -1.4965*** 0.152 -9.82 0.000 

country=Dominican Republic -1.9067*** 0.157 -12.16 0.000 

country=Ecuador -2.4409*** 0.155 -15.76 0.000 

[표 4-16] 고정효과 모형(LSDV) 결과

3) 패널회귀분석 결과

고정효과모형은 회귀분석에서 횡단면 단위들의 기울기 계수는 일정한 반면, 

상수항은 개별 개체별로 상이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절

편은 횡단면 단위간 상이할 수 있는 관찰되지 않은 변수들(omitted variables)로

부터의 이질적인 영향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한다. 고정효과 모형은 일반적으로 최

소자승더미변수법(LSDV: least square dummy variable method)을 이용하여 

추정된다. 

식 (39)의 패널 선형회귀모형의 기본 형태는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47) ln     


ln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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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El Salvador -1.9497*** 0.165 -11.82 0.000 

country=Guatemala -1.9268*** 0.159 -12.10 0.000 

country=Honduras -2.3696*** 0.155 -15.33 0.000 

country=India -3.6415*** 0.159 -22.86 0.000 

country=Indonesia -4.7280*** 0.157 -30.06 0.000 

country=Jamaica -1.4196*** 0.165 -8.58 0.000 

country=Kenya -2.8904*** 0.155 -18.60 0.000 

country=Laos -3.4247*** 0.162 -21.14 0.000 

country=Malawi -3.7569*** 0.164 -22.87 0.000 

country=Malaysia -1.6146*** 0.154 -10.45 0.000 

country=Mali -3.6610*** 0.169 -21.70 0.000 

country=Mauritius -1.8407*** 0.168 -10.96 0.000 

country=Mexico -1.0389*** 0.156 -6.65 0.000 

country=Nepal -4.0453*** 0.161 -25.20 0.000 

country=Nicaragua -2.6050*** 0.157 -16.61 0.000 

country=Panama -1.5370*** 0.158 -9.75 0.000 

country=Paraguay -2.3004*** 0.155 -14.82 0.000 

country=Peru -2.0092*** 0.157 -12.83 0.000 

country=Philippines -2.6855*** 0.154 -17.47 0.000 

country=Senegal -2.8760*** 0.160 -17.97 0.000 

country=Thailand -2.5998*** 0.159 -16.40 0.000 

country=Togo -3.4553*** 0.159 -21.75 0.000 

country=Tunisia -2.0636*** 0.158 -13.07 0.000 

country=Uganda -3.4339*** 0.159 -21.60 0.000 

country=VietNam -3.6024*** 0.160 -22.49 0.000 

Number of obs

Prob>F

R-squared

Adj R-squared

  1427

 0.000

0.9939

0.9938

[표 4-16]은 상수항 대신 각 국가 별 더미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의 결과였

고, 고정효과 모형을 합동 OLS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그룹 내 변환을 통한 고

정효과 모형(within)을 추정하였다. 그룹 내 변환 결과는 상수항의 크기만 다를 

뿐 변수들의 추정치에는 변함이 없다. [표 4-17]의 결과에서 sigma_u(=0.874)와 

sigma_e(=0.169)는 각각 식 (39)의 오차항 와  의 표준편차 추정치이고, rho

는 오차항의 총 분산에서 패널의 개체특성을 의미하는 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

율로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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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은 위와 같은 패널회귀모형의 고정효과 추정결과를 담고 있다. 분

석결과 인프라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패널 분석에 대해서도 제약모형에 이용된 변수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였다.

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2.6165 0.1563 -16.74 0.0000

ln 0.2125 0.0179 11.87 0.0000

ln 0.1864 0.0079 23.69 0.0000

ln 0.0105 0.0033 3.19 0.0001

ln   -.6069 0.0581 -10.44 0.0000

R-sq.

within 0.4395 F(4,1382) 270.95

between 0.5907 Prob > F 0.0000

overall 0.4915 corr(u_i, xb) 0.5339

sigma_u: 

sigma_e: 

rho: 

0.8754

0.1695

0.9639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40, 1382)=616.30     Prob>F = 0.0000

[표 4-17]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5.2056 0.080 64.65 0.000

ln   ln     0.01403 0.014 9.51 0.000

ln  0.1424 0.005 24.35 0.001

ln 0.0117 0.003 3.36 0.000

  0.1230 0.338

  0.1245 0.080

  0.0103 0.095

R-sq.

within 0.3532 F(3,1450) 263.90

between 0.0673 Prob > F 0.0000

overall 0.0790

sigma_u: 

sigma_e: 

rho: 

corr(u_i, xb):

1.0099

0.1851

0.9675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0.0308

F test that all u_i=0; F(40, 1450)=995.14     Prob>F = 0.0000

[표 4-18] 제약모형 -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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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4.1273 0.3111 -13.27 0.0000

ln 0.1623 0.0309 5.24 0.0000

ln 0.3850 0.0139 27.58 0.0000

ln 0.0044 0.0057 0.78 0.4370

ln   -1.0984 0.1160 -9.47 0.0000

R-sq.

within 0.8462  F(4,331) 455.25

between 0.3126 Prob > F 0.0000

overall 0.3562 corr(u_i, xb) 0.2105

sigma_u: 

sigma_e: 

rho: 

0.7661

0.1407

0.9673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10, 331)=951.80     Prob>F = 0.0000

[표 4-19] 아시아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0.9896 0.1467 6.74 0.000

ln   ln     0.0982 0.0217 4.51 0.000

ln  0.3542 0.0096 36.78 0.1130

ln 0.0091 0.0057 1.59 0.000

  0.0894

  0.3225

  0.0082

R-sq.

within 0.8152 F(3,353) 519.04

between 0.0008 Prob > F 0.0000

overall 0.0043

sigma_u: 

sigma_e: 

rho: 

corr(u_i, xb):

1.1819

0.1560

0.9828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0.5875

F test that all u_i=0; F(10, 353)=1279.73     Prob>F = 0.0000

[표 4-20] 제약모형 - 아시아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합동 OLS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적자본의 경제성장

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도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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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2.5987 0.1596 -16.28 0.0000

ln 0.1974 0.0202 9.74 0.0000

ln 0.0940 0.0086 10.92 0.0000

ln 0.0238 0.0047 5.02 0.0000

ln   -.3176 0.0615 -5.16 0.0000

R-sq.

within 0.3668 F(4,488) 70.68

between 0.8935 Prob > F 0.0000

overall 0.7149 corr(u_i, xb) 0.7795

sigma_u: 

sigma_e: 

rho: 

0.7564

0.1290

0.9717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13,488 )=451.28     Prob>F = 0.0000

[표 4-21] 아프리카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5.8597 0.0802 73.00 0.000

ln   ln     0.1808 0.0187 9.63 0.000

ln  0.0600 0.0064 9.34 0.001

ln 0.0223 0.0049 4.55 0.000

  0.1531

  0.0508

  0.0189

R-sq.

within 0.3113 F(3, 506) 76.25

between 0.7432 Prob > F 0.0000

overall 0.5463

sigma_u: 

sigma_e: 

rho: 

corr(u_i, xb):

0.7961

0.1377

0.9709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0.6540

F test that all u_i=0; F(13, 506)=680.98     Prob>F = 0.0000

[표 4-22] 제약모형 - 아프리카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는 전체 원조 중 인프라ODA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분석 결과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인프라ODA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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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1.408 0.3363 -4.19 0.0000

ln 0.1309 0.0307 4.26 0.0000

ln 0.1051 0.0178 5.89 0.0000

ln -.0013 0.0042 -0.32 0.7490

ln   -.3110 0.1199 -2.59 0.0000

R-sq.

within 0.1722 F(4,555) 28.86

between 0.1582 Prob > F 0.0000

overall 0.0979 corr(u_i, xb) 0.1649

sigma_u: 

sigma_e: 

rho: 

0.4763

0.1512

0.9084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15, 555 )= 337.35     Prob>F = 0.0000

[표 4-23] 남미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6.9714 0.1330 2.77 0.000

ln   ln     0.0602 0.0217 8.84 0.000

ln  0.0834 0.0094 -0.95 0.344

ln -.0040 0.0042 52.39 0.000

  0.0568

  0.0566

  0.0210

R-sq.

within 0.1455 F(3,585) 33.19

between 0.2036 Prob > F 0.0000

overall 0.1900

sigma_u: 

sigma_e: 

rho: 

corr(u_i, xb):

0.4539

0.1547

0.8958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0.2243

F test that all u_i=0; F(15, 585)=288.78     Prob>F = 0.0000

[표 4-24] 제약모형 - 남미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합동 OLS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남미 국가들에 대한 인프라ODA의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패널회귀분석에서도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남미 국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별도의 모델 식별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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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OLS 분석의 경우,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본 국가

를 소득별로 나누게 되면, 전체 자료가 혼합되어 역설적인 회귀분석 결과가 도출

될 우려가 있어 소득별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패널회귀분석에서는 소득별 

유형화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3.1821 0.1649 -19.29 0.0000

ln 0.1967 0.0202 9.71 0.0000

ln 0.0758 0.0121 6.23 0.0000

ln 0.0235 0.0064 3.64 0.0000

ln   -.2891 0.0663 -4.36 0.0000

R-sq.

within 0.3626 F(4,372) 52.90

between 0.2536 Prob > F 0.0000

overall 0.2237 corr(u_i, xb) 0.1930

sigma_u: 

sigma_e: 

rho: 

0.3195

0.1271

0.8632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11,372 )=168.71     Prob>F = 0.0000

[표 4-25] 저소득국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5.2942 0.1028 51.45 0.000

ln   ln     -.0390 0..0172 -2.27 0.024

ln  0.0684 0.0082 8.26 0.000

ln 0.0341 0.0067 5.05 0.000

  -.0406

  0.0712

  0.0355

R-sq.

within 0.1852 F(3,395) 29.92

between 0.1515 Prob > F 0.0000

overall 0.1478

sigma_u: 

sigma_e: 

rho: 

corr(u_i, xb):

0.3240

0.1447

0.8335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0.1024 

F test that all u_i=0; F(11, 395)=170.40     Prob>F = 0.0000

[표 4-26] 제약모형 - 저소득국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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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1.1744 0.5121 -2.29 0.0000

ln 0.2271 0.0346 6.55 0.0000

ln 0.1533 0.0164 9.34 0.0000

ln 0.0201 0.0061 3.26 0.0010

ln   0.0541 0.1914 0.28 0.0000

R-sq.

within 0.2889 F(4,453) 46.00

between 0.0940 Prob > F 0.0000

overall 0.0954 corr(u_i, xb) 0.1209

sigma_u: 

sigma_e: 

rho: 

0.7844

0.1722

0.9540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12, 453 )=503.17     Prob>F = 0.0000

[표 4-27] 중저소득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5.5860 0.1549 36.06 0.000

ln   ln     0.0180 0.0215 0.84 0.403

ln  0.1057 0.0109 9.66 0.000

ln 0.0358 0.0061 5.85 0.000

  0.0177

  0.1038

  0.0358

R-sq.

within 0.2186 F(3,470) 43.84

between 0.3701 Prob > F 0.0000

overall 0.2276

sigma_u: 

sigma_e: 

rho: 

corr(u_i, xb):

0.9495

0.1858

0.9631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0.6562

F test that all u_i=0; F(12, 470)=427.51     Prob>F = 0.0000

[표 4-28] 제약모형 - 중저소득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중저소득 국가의 결과를 보면, 인프라ODA가 저소득 국가에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감소되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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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1.3497 0.3256 -4.15 0.0000

ln 0.2510 0.0364 6.89 0.0000

ln 0.2687 0.0144 18.56 0.0000

ln -.0003 0.0044 -0.07 0.9460

ln   -.4954 0.1166 -4.25 0.0000

R-sq.

within 0.6242 F(4,549) 227.94

between 0.0295 Prob > F 0.0000

overall 0.1454 corr(u_i, xb) -0.0303

sigma_u: 

sigma_e: 

rho: 

0.5369

0.1705

0.9084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15, 549)=310.31     Prob>F = 0.0000

[표 4-29] 고중소득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4.7471 0.1374 34.54 0.000

ln   ln     0.0067 0.0210 0.32 0.750

ln  0.2396 0.0091 26.20 0.519

ln 0.0031 0.0049 0.65 0.000

  0.0625

  0.2246

  0.0029

R-sq.

within 0.5454 F(3,579) 231.52

between 0.1499 Prob > F 0.0000

overall 0.0127

sigma_u: 

sigma_e: 

rho: 

corr(u_i, xb):

0.8098

0.1898

0.9479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0.6791

F test that all u_i=0; F(15, 579)=334.30     Prob>F = 0.0000

[표 4-30] 제약모형 - 고중소득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고중소득 국가에서는 인프라ODA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 국가의 성장 주기에서 인프라가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지나

고, 산업 고도화 및 다양화로 인해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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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2.814 0.1970 -14.28 0.0000

ln 0.1810 0.0226 8.00 0.0000

ln 0.1945 0.0119 16.22 0.0000

ln 0.0127 0.0052 2.45 0.0150

ln   -.4517 0.0783 -5.76 0.0000

R-sq.

within 0.4460 F(4,470) 94.58

between 0.3672 Prob > F 0.0000

overall 0.3312 corr(u_i, xb) 0.3421

sigma_u: 

sigma_e: 

rho: 

0.8166

0.1478

0.9682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13, 470)=909.93     Prob>F = 0.0000

[표 4-31] 도시화속도가 빠른 국가들의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4.8298 0.1169 41.29 0.000

ln   ln     -.0327 0.0212 -1.54 0.123

ln  0.1352 0.0085 15.78 0.000

ln 0.0184 0.0054 3.37 0.001

  -0.0338

  0.1398

  0.0190

R-sq.

within 0.3360 F(3, 498) 84.01

between 0.0270 Prob > F 0.0000

overall 0.0291

sigma_u: 

sigma_e: 

rho: 

corr(u_i, xb):

0.9342

0.1656

0.9695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0.1541

F test that all u_i=0; F(13, 498)=932.00     Prob>F = 0.0000

[표 4-32] 제약모형 - 도시화속도가 빠른 국가들의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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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2.7222 0.2416 -11.27 0.0000

ln 0.2362 0.0266 8.88 0.0000

ln 0.1721 0.0110 15.58 0.0000

ln 0.0098 0.0042 2.34 0.0200

ln   -.7627 0.0875 -8.71 0.0000

R-sq.

within 0.7738 F(4,908) 179.99

between 0.1791 Prob > F 0.0000

overall 0.9491 corr(u_i, xb) 0.4477

sigma_u: 

sigma_e: 

rho: 

0.4422

0.5378

0.4075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26, 908)=444.72     Prob>F = 0.0000

[표 4-33] 도시화속도가 느린 국가들의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5.3508 0.1138 46.99 0.000

ln   ln     0.0508 0.0163 3.10 0.002

ln  0.1614 0.0079 20.36 0.000

ln 0.0146 0.0045 3.21 0.001

  0.0483

  0.1536

  0.0139

R-sq.

within 0.3159 F(3, 949) 146.09

between 0.0042 Prob > F 0.0000

overall 0.0151

sigma_u: 

sigma_e: 

rho: 

corr(u_i, xb):

0.9294

0.2013

0.9551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0.2344

F test that all u_i=0; F(26, 949)=664.45     Prob>F = 0.0000

[표 4-34] 제약모형 - 도시화속도가 느린 국가들의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도시화 속도에 따른 인프라ODA의 분석결과는 도시화 속도가 빠른 국가에

서 인프라ODA의 경제성장 효과가 큰 것으로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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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합동 OLS 결과와의 비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결과만을 정리하면, [표 

4-35]와 같다. 패널회귀모형을 통해 인프라 ODA의 국가별 경제성장에 대한 영

향을 비교한 결과, 실물자본, 인적자본, 인프라ODA, 인구증가 및 감가상각 변수 

모두에서 합동 OLS에서 보다 안정적인 회귀계수가 추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수의 해석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모두에 로그가 취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변수

의 1%p 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증감율로 볼 수 있다. 변수의 의미를 고려하여 

이를 해석하면, 경제활동인구 1인당 인프라ODA 금액이 1%p 증가하면 종속변수

인 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 수준이 0.0105%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합동 OLS 고정효과 모형(within)

계수 s.e. t P>ItI 계수 s.e. t P>ItI

상수 -1.646 0.525 -3.134 0.002 -2.616 0.156 -16.74 0.000

ln 0.311 0.051 6.129 0.000 0.212 0.017 11.87 0.000

ln 0.574 0.017 34.606 0.000 0.186 0.007 23.69 0.000

ln 0.108 0.012 9.037 0.000 0.010 0.003 3.19 0.000

ln   -.604 0.197 -3.064 0.002 -.606 0.058 -10.44 0.000

 

(Adj. 
) 

0.527

(0.526)
0.491

[표 4-35] 합동 OLS와 고정효과 모형(within) 결과 비교 

패널회귀분석결과 인프라ODA는 아프리카(0.0238) 지역에서 경제성장을 지

원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남미지역에 대해서는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저소득(0.0235), 중저소득(0.0201) 국

가에 대해서도 인프라ODA를 통한 자본축적이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고중소득 국가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중소득 국가에 대해서는 인프라ODA 외에 고중소득 국가에 적합한 ODA 지원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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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시화 과정과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결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은 도시화율과 수위도시 인구집중, 두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다. 5장에서는 도시화 과정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이 두 변수를 포함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변수로서는 전체 인구 대

비 도시지역으로의 이동량과 가장 규모가 큰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을 사

용하였다. 또한, 도시화 관련 변수와 인프라ODA의 교호작용의 경제성장에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변수와 인프라ODA(ln )의 교차항을 포함하여 선형회귀 

모형과 패널 선형회귀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와 

ODA를 통한 인프라의 공급,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교호작용 분석은 수준 변수로 구성된 직교배열표를 활용하여 2인자 또는 그 

이상의 인자 조합에 따른 최적 수준을 추정하는 연구에 사용되기도 하지만(박경

택 외, 2006; 이동훈 외, 2007), 수준을 분류할 수 없는 정성적 변수와 정량적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나종관, 박민용, 2010, 이은

노, 2012). 정성적 변수와 정량적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는 경우에는 논문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추정계수의 부호에 따라 부호가 正(+)이면 의 효과는 

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므로 상호작용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 負(-)이면 의 효과는 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으로 가 의 효과

를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5.1. 도시화 과정 변수의 단위근 검정

본 절에서 포함되는 변수들에 대해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단위근 검정은 시계열 자료의 활용에 앞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절차로 시계열의 안정성을 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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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Automatic 

selection of 

lags on SIC

ADF-Fisher Chi2 

Statistic
Prob.

ln    0 to 9 119.191 0.0046

ln*ln    0 to 3 646.299 0.0000

ln    0 to 9 177.957 0.0000

ln*ln    0 to 4 709.699 0.0000

[표 5-1] 도시화 관련 변수의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ln  은 각 국가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큰 도시에 거주하고 있

는 인구집중 비율이고, ln*ln  은 인프라ODA와 인구집중의 상

호작용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포함한 교차항이다. ln   은 연

간 도시인구 성장률로서 도시화율을 의미하고, 인프라ODA와의 교차항이 포함된

다. 네 가지의 변수 모두에 대하여 ADF-Fisher 패널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

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임을 알 

수 있다.

5.2. 모형의 타당성 검토

도시화 관련 변수와 인프라ODA의 경제성장에 대한 상호작용은 두 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교차항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다. 두 독립변수가 상호작용을 한

다는 것은 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다른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 변화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 효과는 두 변수의 곱을 다음과 같이 회

귀모델에 도입하여 측정할 수 있다. 

(49)        

상호작용이 성립하는 경우, 가 의 에 대한 효과를 조정한다고 하며 

를 과 의 관계에 있어서 조정변수(moderator variable)라고 부른다. 만약 

이 유의하면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의 부호가 

正(+)이면 의 효과는 가 증가함에 따라 커지므로 상호작용 효과가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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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 負(-)이면 의 효과는 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함으로 가 의 효과를 억제한다고 볼 수 있다.62) 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

식으로 해석하면, 의 효과는 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거나, 억제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프라ODA 항과 수위도시 인구 집중도 및 도시화율로 구성되

는 교차항의 부호가 正(+)이라면 인프라ODA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도시화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또는 도시화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인프라ODA

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프라ODA와 도시화의 상호작용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

은 다음과 같다. ln은 도시화 관련 변수를 의미하며, 수위도시 인구집중율과 

도시화율이 입력되고, 모형에 각 변수와 인프라의 교차항이 포함되어 있다.

(50) ln     


ln   
 ln   

 

 ln   


 

 ln  ln   ln        

회귀모형에 교차항을 포함할 때는 이미 모형 내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교차항과 원래의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정밀한 

회귀계수의 추정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분석방법을 취해야

한다. 다중공선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능형회귀, 주성분회귀 등의 편의추정법, 

소집단 분석, 독립화 변환, 평균변환과 같은 변수변환법, 다중공선성을 일으키는 

독립변수를 회귀모형에서 제거하는 변수선택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횡단면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방법 중 평

균변환법과 변수선택법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제어하였다.

62) 이유재, 1994,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주효과의 검증에 대한 연구”, p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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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변환법은 관측치를 평균으로부터의 차이값으로 변형시키고 교차항도 변

형된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평균변환은 일종의 원점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각 독립변수와 교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감소시킬 수 있다. 평균변환을 통해 얻어

진 결과는 다른 독립변수의 평균값에 대한 해당 변수의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을 이용함에 있어서 41개국 전체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평균

변환을 하더라도 수위도시 집중율의 교차항과 도시화율의 교차항 사이에 0.782 

정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 두 변수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

도록 한다.

다중공선성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0.8~0.9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경우

에 발생하게 되는데, 사전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일으키는 

변수를 확인할 수 있다. 회귀분석 후에는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이상을 보이는 

두 변수가 다중공선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변수선택법은 다중공

선성을 일으키는 두 변수 중의 하나를 회귀분석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흐름에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회귀모형에서 제거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다

중공선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표 5-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시화 변

수 보다는 인프라ODA 변수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도시화 관련 변수를 모형

에서 제거하더라도 모형 내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변수선택법에서는 인프라ODA 변수를 모형에서 제거하여, 인프라ODA의 증감 또

는 감소에 따른 도시화 수준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Variables
ln

평균
평균변환 이전 평균변환 이후

ln    0.240** 0.240**
3.3582

(28.74%)

ln*ln    0.968** -.148** -

ln    -.021 -.021
1.2605

(3.53%)

ln*ln    0.803** -.145** -

평균 2.5311(12.57$)

[표 5-2] 평균변환 전후의 교차항 구성 변수의 상관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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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변환은 각 변수의 관측치에서 평균을 제한 차이값과 이 차이값의 곱으

로 이루어진 교차항을 모형에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평균에 의한 변환이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변환 이전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은 동일하게 유지된

다. 도시화 관련 변수를 지수변환 해보면 수위도시 인구집중율은 28.74%, 연간 

도시인구 성장률은 3.53%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5-2]는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되는 인프라

ODA 항과 수위도시 인구집중율 및 교차항, 도시화율 및 교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평균변환은 각각의 변수에 대하여 동일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각 

변수의 평균에 대한 차이는 전환 전후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수위도시 인구집중

율과 도시화율의 인프라ODA 변수와의 상관관계는 평균변환 전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평균변환 이전의 상태에서는 도시화 관련 변수의 교차항과 인프

라ODA 항은 각각 0.968, 0.803 수준의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평균변환 이후에는 -.148, -.145 수준으로 상관계수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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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분석결과

1) 평균변환법에 의한 분석 결과

평균변환법에 의해 변환된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회귀 모형을 적용하였으

며, 앞선 분석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함을 살펴 보았기 때문에 

도시화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도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2.5830 0.1555 -16.60 0.000

ln 0..2100 0.0180 11.67 0.000

ln 0.1938 0.0091 21.28 0.000

ln 0.0105 0.0033 3.21 0.001

ln   -.6117 0.0584 -10.47 0.000

ln   0.0639 0.0404 1.58 0.114

ln*ln   -.0025 0.0049 -0.52 0.602

R-sq.

within 0.4408 F(6,1380) 181.32

between 0.6300 Prob > F 0.0000

overall 0.5242 corr(u_i, xb) 0.5651

sigma_u: 

sigma_e: 

rho: 

0.8667

0.1693

0.9632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40, 1380)=581.29     Prob>F = 0.0000

[표 5-3] 수위도시 인구집중율과 인프라ODA,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

회귀모형에 수위도시 인구집중율 및 인프라ODA와의 교차항을 포함하여 분

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프라ODA를 포함한 실물자본, 인적자본, 인구증가 및 감

가상각의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관계가 [표 4-27]에서와 거의 동일

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형에 추가된 수위도시 인구집중율은 경제성장

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위도시 인

구집중율은 유의수준을 크게 완화할 경우 유의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교차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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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 대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위도시 인구집중율과 

인프라ODA는 경제성장에 대한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3.0222 0.1665 -18.15 0.000

ln 0.1935 0.0176 10.97 0.000

ln 0.2155 0.0091 23.64 0.000

ln 0.0135 0.0032 4.15 0.000

ln   -.7952 0.0649 -12.24 0.000

ln    0.1302 0.0232 5.61 0.000

ln*ln    0.0417 0.0072 5.81 0.000

R-sq.

within 0.4672 F(6,1380) 201.72

between 0.5300 Prob > F 0.0000

overall 0.4456 corr(u_i, xb) 0.4833

sigma_u: 

sigma_e: 

rho: 

0.8863

0.1653

0.9664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40, 1380)=560.59     Prob>F = 0.0000

[표 5-4] 도시화율과 인프라ODA,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

도시화율과 교차항을 모형에 포함하면 인프라ODA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력이 0.0105에서 0.0135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도시화율 및 교차항

도 경제성장에 대하여 양의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프라

ODA의 영향력 보다 교차항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교차항의 부호에 

따른 결과를 해석하면, 인프라ODA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도시화율이 높을수

록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찬가지로 도시화율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는 인

프라ODA가 많이 투입될수록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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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선택법에 의한 분석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인프라ODA 변수는 교차항과 다중공선성을 일으키기 때

문에 변수선택법에 의한 결과는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율,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율, 인구증가 및 감가상각율과 도시화 관련 변수인 수위도시 인구집중율과 도시

화율로 구성된 모형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2.7904 0.2037 -13.70 0.000

ln 0..2104 0.0180 11.69 0.000

ln 0.1932 0.0091 21.12 0.000

ln   -.6125 0.0583 -10.51 0.000

ln   0.0530 0.0401 1.32 0.186

ln*ln   0.0029 0.0009 3.02 0.000

R-sq.

within 0.4399 F(5,1381) 216.92

between 0.6226 Prob > F 0.0000

overall 0.5177 corr(u_i, xb) 0.5590

sigma_u: 

sigma_e: 

rho: 

0.8684

0.1694

0.9633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40, 1381)=595.77     Prob>F = 0.0000

[표 5-5] 변수선택법 - 수위도시 인구집중율과 인프라ODA,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

[표 5-5]는 회귀모형에서 인프라ODA 항이 제외된 경우의 결과를 보여준다. 

교차항을 구성하는 두 변수 중 하나의 변수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교차항의 부호

에 대한 해석은 잔존변수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수위

도시 인구집중율 자체를 나타내는 ln   는 [표 5-5]에서와 동일하

게 유의하지 않게 나오고 있으나, 인프라ODA와의 교차항은 [표 5-4]와는 달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수위도시 인구집중율의 경

제성장에 대한 기여는 인프라ODA가 높을수록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

선 결과에서는 평균변환법에 의해 다중공선성이 완화되긴 하였으나, 변수의 구조

에서 비롯되는 상관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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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계수 표준편차 t P>ItI

상수 -3.3090 0.1830 -18.08 0.000

ln 0.1974 0.0177 11.17 0.000

ln 0.2232 0.0094 23.72 0.000

ln   -.8407 0.0660 -12.73 0.000

ln    0.1241 0.0250 4.96 0.000

ln*ln    0.0134 0.0025 5.25 0.000

R-sq.

within 0.4637 F(5,1381) 238.84

between 0.5151 Prob > F 0.0000

overall 0.4365 corr(u_i, xb) 0.4708

sigma_u: 

sigma_e: 

rho: 

0.8866

0.1658

0.9662 (fraction of variance due to u_i)

F test that all u_i=0; F(40, 1381)=559.03     Prob>F = 0.0000

[표 5-6] 변수선택법 - 도시화율과 인프라ODA,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

[표 5-6]은 도시화율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단독

변수 및 교차항 모두 [표 5-4]에서와 동일하게 경제성장에 正(+)의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도시화율 자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화율 자체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인프라ODA가 많이 투입

될수록 그 기여도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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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6.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 부문의 공적개발원조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관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국외에서는 그동안 공적개발원조의 효용성에 대한 선

행연구들이 수행되어 왔고, 그 결과는 대체적으로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관계를 

갖으나 일부 지역 및 국가에 대해서는 영향관계가 발견되지 않거나, 음의 영향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경제개발협력기

구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국제개발협력이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경험 

및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비록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계기로 하

여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공적개발원조의 총량과 관련된 

연구만이 수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거시적 측면에서 전반적

인 경향성을 살펴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공적개발원조를 무상/유상, 다

자/양자로 구분하여 효과를 고찰하였던 연구들도 있었으나, 이는 형태적인 측면

을 살펴본 것으로서, 공적개발원조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고찰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 중에서도 인프라 부문의 효과를 살펴

봄으로써, 원조의 내용적 측면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솔로우 모형과 

이를 보완하여 두 개 이상의 투입요소에 대하여서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확장된 솔로우 모형을 활용하여 인프라 부문의 공적개발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경

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인프라 부문은 식수공급 및 위생, 주택과 

관련된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도로, 철도 등과 관련된 경제 인프라 구조 

및 서비스이고, 생산 부문에서 건설 정책 및 행정, 다부문에서 도시개발 및 관리

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인프라 부문 외에 모형에 투입된 변수는 실물자본과 인적

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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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인프라ODA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위도시 인구집중율과 도시화율 변수를 포함하여 도시화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고, 인프라ODA와 각 변수의 교차항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표본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인프라 부문의 공적개발원

조는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1인당 인프라 ODA가 

1%p 상승하면 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는 0.0105%p 만큼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국가를 지역별, 소득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아

프리카 지역에서 인프라ODA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소득(0.0235%p), 중

저소득(0.0201%p) 국가에서는 인프라ODA를 통한 자본축적이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나, 고중소득 국가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중

소득 국가에 대해서는 인프라ODA 외에 고중소득 국가에 적합한 ODA 지원수단

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남미 국가들에서 음의 영향관계가 나타났

는데 이는 남미 지역의 평균적인 부패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을 상기

할 필요가 있으며, 표본으로 선정된 남미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국

가들에 비해 높은 소득군에 속한 수가 많았기 때문에 고중소득국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 관계가 있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표본 국가들의 도시화 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화 

속도가 빠른 나라, 즉, 도시로의 인구 유입 속도가 빠른 국가들에서 인프라 ODA

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위도시 인구집중율

은 경제성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도시화율은 그 자체로서 경제성

장에 유의미한 正(+)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프라ODA와 도시화율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며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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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정책적 함의

기존 공여국의 원조 정책은 원조 자체의 효과성에서 수원국 스스로가 능력

을 배양하여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개발 효과성으로 패러다

임이 변화하고 있다. 수원국 중에는 미래 경제성장을 위해 인프라에 투자하기 보

다는 당장의 식량원조나, 질병퇴치를 위한 의료/보건 분야의 원조가 시급한 나라

가 있을 수 있다. 새천년 개발목표도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달

성,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아동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향상, 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

너십 구축으로 설정됨으로써 원조 분야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집중적인 원조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원조가 지나치게 많은 국가(104개)

와 국제기구(60)에 너무 많은 사업(1073개)을 지원하는 분절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인프라 부문 공적개발원조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

다. 국가의 특성에 따라 인프라 개발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별 인프라 

개발의 잠재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원조 정책을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국가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은 연구의 한계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의 부패지수나 청렴지수와 같이 수원국의 

정치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도 본 연구의 한계로 생각된다. 향후에는 국가별 

분석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원조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

한 정책을 실시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

설계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도시화의 경제성장에 대한 악영향을 완화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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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개발도상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

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가 겪었던 문제를 현재의 시점

에서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에 대한 전수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원조의 효과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의 노하

우를 전수할 수 있는 원조 전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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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food aid/Food security 

assistance
개발 식량원조/식량안보

52010 Food aid/Food security programmes 식량원조/식량 안보 프로그램

530 Other commodity assistance 기타 소비재 지원

53030 Import support(capital goods) 수입지원(자본재)

53040 Import support(commodities) 수입지원(소비재)

부채 

관련 

지원

부채 

관련 

지원

600 ACTION RELATING TO DEBT 부채 관련 지원

60010 Action relating to debt 부채 관련 지원

60020 Debt forgiveness 부채 탕감

60030 Relief of multilateral debt 다자간 부채 구제

60040 Rescheduling and refinancing 채무변제 조정

60061 Debt for development swap 개발관련 부채 스왑

60062 Other debt swap 타 부채 스왑

60063 Debt buy-back 부채 환매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

700 HUMANITARIAN AID 인도적 지원

720 Emergency Response 긴급구호

72010 Material relief assistance and services 구호 물자지원 및 서비스

72040 Emergency food aid 긴급식량원조

72050
Relief coordination: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긴급구호 조정/보호 및 안

전확보

730 Reconstruction relief and rehabilitation 재건 구호

73010 Reconsrtuction relief and rehabilitation 재건 구호

740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재난방지 및 대비

74010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재난방지 및 대비

기타

행정비용
910 ADMINISTRATIVE COSTS OF DONORS 원조국 행정비용

91010 Administrative costs 행정비용

난민지원
930 REFUGEES IN DONOR COUNTRIES 난민지원(공여국 내)

93010 Refugees in donor countries 난민지원(공여국 내)

비배분/

비특정

998 UNALLOCATED/UNSPECIFIED 비배분/비특정

99810 Sectors not specified 비 특정 분야

99820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개발인식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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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essing the links between Infra-Capital Accumulation 

through ODA, Urbanization Process,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Won, JongJun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was in the status of the recipient countries that receive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the economy is 

growing, it has been leaved out from the recipient country list in 1995. 

Korea us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various fields such as 

technology, capital goods, consumer goods, for establishing the basement 

for future economic growth. By leverag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rom developed countries, Korea build roads, ports, and 

industrial park, in conjunction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industrial 

complex in particular, Ulsan, Changwon, through the construction of 

behind cities. Leverage experience of aid of these, it is possible that 

South Korea will give active support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urban 

development sector such as industrial complex, infrastructure 

development, housing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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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such circumstanc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mmitted development assistance funds of trillion dollars since the 1950s 

in order to eradicate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Despite the 

assistance of more than 60 years, it is true that only a few countries 

emerged from poverty.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infrastructure, just targeted to the United States, 

OECD member countries,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little has 

been studied on the links between ODA and infrastructure capital 

accumula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infrastructure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the aid.

In this study, as a way to support the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suffer from a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hortage of 

infrastructure, it is assessed the links between infrastructure oriented 

development on economic growth whether it has a a substantial impact 

using 'Augmented Solow Growth Model' for 41 developing countries.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infrastructure ODA and economic 

growth,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iz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interaction of infrastructure ODA and urbanization a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nd the policy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frastructure ODA, depending on the time scale of the 

annual fluctuations in the amount, but when the overall trend is an 

increase in size. At the same time may increase the size of the business 

since the mid-1990s, can be seen to increase rapidly, resulting in the 

average size of infrastructure ODA projects can be seen that the smaller.

Secondly, Panel regression analysis of infrastructure ODA in Asia 

(0.004), Africa (0.0238) to support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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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 means to find out, but, for Latin America shows that the effect 

could not be secured. In addition, infrastructure capital accumulationin 

through ODA can lead to economic growth in the country of low-income 

(0.0235), low and medium income (0.201), but the hi-income countries 

have shown that there is no effect. This means that ODA support for 

hi-income countries is need to take considered.

Thirdly, the results of regression model analysis including 

urbanization rate, urban primacy and interaction terms between 

infrastructure ODA and urbanization show that urbanization rate and 

interaction terms have the positive impact of economic growth, and the 

impact of interaction terms are more influenti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teraction terms' sign, the contributions of infrastructure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ODA to economic growth are higher when the 

urbanization is higher and also a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growth of 

urbanization the greater the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ODA greater.

Key Word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upport for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y, Infrastructure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ODA, 
Urban Primacy, Development Aid Strategy

Student Number: 2006-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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