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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내생적 성장이론을 바탕으로 원조 수원국의 도시화의
정도가 생산의 자본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
고 부문별 원조생산탄력성을 측정하여 향후 원조의 효과성 제고 방
안을 제시한다.
도시화 정도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발전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율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의존하고 있는 바가 크다. 내
생적 성장이론에서 일정한 규모의 자본에 도달하면 외부효과가 일
어난다고 했던 가정을 도시인구의 집적에 의한 효과로 가정한다면
내생적 성장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한 국가가 특정한 도시화율에
도달하게 된다면 국내 경제의 생산 구조가 변화되고 인구집적의 외
부효과가 일어나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도시화
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시화와 경
제성장에 관한 선행연구는 적지 않지만 본 연구는 도시화의 정도에
따른 해외원조의 탄력성변화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는 구분된다.
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수의 선행연구
에서 사용한 Mankiw(1992)가 제시한 콥더글러스 생산모형을 이용하
였다. 연구 방법은 Hansen(1999)에 의해 개발된 Panel Threshold
Model을 사용하였으며 문턱효과가 존재함을 밝혔다.
분석결과는 세계 평균적으로 도시화율이 약 40% 이상일 경우 평
균적으로 생산에 대한 자본 탄력성이 증가함을 보였다. ODA의 생산
탄력성 또한 도시화율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① 도시화가 진행되면 인적
자본의 증가하게 되고 물리적 자본의 한계생산의 기울기를 완만하
게 줄여주게 되어 자본생산탄력성을 증가시킨다. ② 도시화가 진행

되면 경제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어 더욱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게
된다. ③ 도시화는 집적의 경제를 유발하여 한계비용이 감소하게 되
어 같은 자본이 투입되더라도 그 탄력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도시화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이전 기수의 자본을 문턱변수로
분석하였을 경우 오히려 자본의 한계수확체감의 속성 때문에 자본
생산탄력성이 감소하였다.
이전기수 GDP를 문턱변수로 설정하였을 때, GDP가 높은 국가일
수록 더 높은 자본생산탄력성과 ODA생산탄력성을 나타냈다. 이것은
인적자본 변수가 추가되어도 변함이 없었다.
문턱수준 변수를 1인당 ODA규모로 설정하였을 때 유의미한 문턱
이 측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총액으로 분석하였을 때 13억만 달러
보다 적은 경우 음(-)의 부호를 보였다. 또한 ODA가 분절화 되지 않
았을 경우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ODA를 도시부문, 비도시부문, 인적자본, 정부지출 부문으로 나누
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 및 인프라 투자 ODA는 다른 지원액
에 비해서 크고 유의미한 계수값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관련 ODA는 6기 시차 이후에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을 초등교육년수로 변수를 설정하였을 때는 11기의 시차
가 유의미하였고 중등교육년수로 하였을 경우 7기의 시차가 있을
때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RS 기준으로 나눈 원조 부문별 자료가 연속성이 없어 개별적으
로 유의미하던 변수들이 모든 부문 포함된 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도시화의 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자본의 단순 축적은 생산탄력성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였므로 개
발도상국의 도시화를 막는 정책적 시도들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으며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ODA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
다. 지역별로 도시화에 따른 자본탄력성의 변화는 달랐기 때문에 지
역별 접근이 필요하다. ODA를 지원할 때 분절화된 지원보다는 통합
적인 지원이 수원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인적자본 관련된 ODA
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해당수원국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
다.
패널문턱모형의 추정방법이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통계적 추론
이기 때문에 자료의 구성 특성에 따라서 값의 변화가 조금씩 발견
된다.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 단위의 완전한 균형 패
널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이나 그러한 자료 구성은 현
실적이지도 못하고 확보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자료와 통계적 기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향후 국가별 지역별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ODA생산탄력성, 내생적성장이론, 자본생산탄력성, 개발
도상국, 경제성장, ODA 효과제고, ODA, 생산탄력성 변
화
학 번 : 201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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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내생적 성장이론을 바탕으로 원조 수원국1)의 도시화의
정도가 생산의 자본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밝히고 동시에
생산의 원조탄력성을 측정하며, 원조의 분야별 탄려성을 패널분석으
로 추정한 후 이를 통해 향후 원조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조를 통한 수원국의 경제발전의 효과를 높
일 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계에서 해외원조가 시행된 지 60여년이 지났지만 빈곤에서 벗어
난 국가는 드물다. 이에 따라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입장차이가 학
자별, 연구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원조의 경제발전 효과성에 대한
논쟁은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원조는 경제성장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 원조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는 입장, 그리고 특정한 환경적조건 하에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있다.
원조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은 Hansen and Tarp(2001),
Economides, Kalyvitis and Philippopoulos (2004), Jeffry Sachs(2006)등
이 있다. 제프리 삭스는 『빈곤의 종말The end of Poverty』에서 부
유한 나라들이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1,950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한다면 2025년에는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2). 원
조는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해당국가의 경제발전의 효
과를 가진다고 보았다.

1) 원조를 제공받는 국가, 협력국과 동일한 의미
2) Jeffry Sachs, The End of Poverty : Economin possibilities for our Time(NewYork :
Penguin Pres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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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윌리엄 이스털리(William
Easterly)교수와 담비사 모요(Dambisa Moyo) 등이 있으며 그들은 원
조는 독자적인 해결책 마련을 막을 뿐 아니라 수원국의 여러 기구
를 부패로 내몰고 기반을 약화시키며 원조기구가 지속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다른 그룹으로 원조는 비선형적으로 특정 상황 속에서 그 효과가
유효하다 주장하는 그룹이 있다. Burnside&Dollar(2000)는 좋은 정책
을 가진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원조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
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원조효과의 평가’(1998)3)의
보고서에서 원조는 양질의 거시경제적 정책과 제도(institution)를 갖
춘 나라에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원조는 특정한 수준을 넘어서
면 수확체감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좋은 정책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인플레이션, 재정흑자, 무역자유도 등이 사용되
었다.
이 연구는 실증으로 수원국의 도시화정도가 자본탄력성과 원조탄
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원조 분야별 패널분석을 통해서 원
조 효과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조의 효과는 해당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경제성장과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
을 것으로 가정하고 원조 효과의 국가 간 차이는 해당 원조 수원국
의 경제 및 사회구조에 기인한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내생적 성장이
론을 바탕으로 도시의 발달정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도시화율에 따른 원조의 생산탄력성 변화를 살펴보았
다.
이 연구가 도시화율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발전은 개발도
상국의 도시화율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의존하고 있는 바가
크다. 개발도상국에서 도시화는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본
3) David Dollar and Lant Pritchett, "Assessing Aid -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 (Washington, D.C., OXFORD UNIVERSITY
PRESS, 19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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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 과정상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도시는 집적의
이익이 있을 때 존재가능하기 때문이다. Vernon(2003)은 도시화가 경
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가지지만 최적의 도시화정도가 있고 국가의
규모와 발전정도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지만 도시화가 그 자체로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로머(1990)가 주장한 것처럼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라 일
정한 규모의 자본에 도달하면 외부효과가 일어난다고 했던 가정을
도시인구규의 집적에 의한 효과로 가정한다면 내생적 성장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한 국가가 특정한 도시화율에 도달하게 된다면 국
내 경제의 생산 구조가 변화되고 인구집적의 외부효과가 일어나 인
적자본에 영햐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자본의 생산탄력성은 변화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
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시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선행
연구는 적지 않지만 본 연구는 도시화의 정도에 따른 해외원조의
탄력성변화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구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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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분석대상은 ODA 협력 국가 중 데이터가 허용되는 범위로 한정하
였다. 1970년도부터 2010년까지 구득할 수 있는 87개국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1 분석대상 국가목록
국가목록
Afghanistan, Algeria, Angola, Argentina, Barbados, Belize, Benin,
Bhutan, Bolivia, Botswana, Brazil,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olombia,
Comoros, Congo, Costa Rica, Cote d'Ivoir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jibouti,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Ethiopia, Fiji, Gabon, Gambia, Ghana, Guatemala, Guinea,
Honduras, India, Indonesia, Iran, Iraq, Jamaica, Jordan, Kenya, Laos,
Lebanon,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dives,
Mali,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orocco, Mozambique, Nepal,
Niger, Nigeria, Oman, Pakistan, Panama, Paraguay, Peru, Philippines,
Rwanda, Senegal, Sierra Leone, Sri Lanka, Sudan, Suriname,
Swaziland, Syrian Arab Republic, Tanzania, Thailand, Togo,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Uganda, Uruguay, Venezuela, Vietnam,
Zambia, Zimba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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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제1절 ODA란?

1. ODA의 개념과 유형4)
ODA 즉,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
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5). 이 개념과 정의는 OECD DAC가 출범한 1961년 이후 통
일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ODA를 제공하는 공여주체는 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민간에서 주는 원조는 ODA에 포함
되지 않는다. ODA를 받을 수 있는 수원국은 OECD DAC에서 인정
하는 개발도상국에 한정한다. ODA의 전체적인 관리와 집계 및 공적
개발원조를 논의하는

OECD 산하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6)
ODA는 개발재원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돈을
증여하는 무상원조와, 두 번째 돈을 유상으로 차관하는 유상원조로
나뉠 수 있다.

증여는 상환조건 없이 제공되는 현금, 물자 및 서비

스도 포함되며 채무변제, NGO 지원, 원조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비
용 등도 속해있다. 무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으며 현금
4) ODA KOREA 홈페이지에서 내용 발췌 및 정리
5)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1_S01.jsp
6) OECD DAC는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약자로 OECD 국가들 내에서 개
발을 돕기 위한 위원회를 뜻한다.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성장, 빈곤 감축, 개발도상국
의 생활 수준 향상, 누구도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미래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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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현물의 이전으로 공여된 원조자금에 대해 수원국의 상환의무
가 일절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유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의 이전으로 공
여된 원조자금에 대한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유상
원조는 양허성차관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면에서 일반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 된
다. 유상원조 중에서 ODA에 계산되기 위해서는 자금의 25%이상이
무상으로 증여되어야 하는 조건을 수반한다.
ODA는 그 원조전달경로로도 구분이 되는데 원조전달경로는 양자
간, 다자간 두 가지로 나뉜다. 양자간 원조는 공여국과 수원국 양자
간에 전달되는 원조를 이야기 한다. 양자간 원조의 유형과 양식은
기술협력, 프로젝트, 예산지원, 재난복구, 식량지원, 부채탕감, 시민
단체기관 및 다른 비정부기구를 통한 간접 원조도 포함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양자간 개발협력 중 무상협력은 외교부 장관이, 유상
협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하며,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조치
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그 외의 기구는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자간 원조란 공여국이 국제기구를 통하여 수원국에 원조를 전달
하게 하는 구조이다. 수원국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 보다는 국제기
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간접지원하는 형
태이다. 국제기구로는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DP) ,
UNICEF, UNRWA, WFP, UNCHR, UNFPA, IFAD, IBRD, IDA,
MIGA, ADB, ADF, IDB 등이 포함된다. 여러 공여국들로부터의 출
연금7) 또는 출자금8)을 수원국에 간접적으로 지원할 경우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원조의 분절화
7)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기여금,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양허성 자금출연, 상환불
가
8) 국제기구 신규 가입, 개발은행 등에 대한 정기 재원보충을 위해 공여국이 납입하는
자금. 자본금의 형식으로 탈퇴 시 상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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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막고 규모의 경제를 누려 원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국제사
회에서 점점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다9).
표 2 원조전달경로에 따른 유형
원조전달경로

원조유형 및 양식
예산지원(일반/분야별 프로그램 원조)
국내/국제 NGO 및 공공-민간 파트너쉽 지원
프로젝트 원조
기술원조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채무구제
행정비용
기타 공여국내 지출
개발 인식 증진
양자간
공여국내 난민비용
<기타 참고 자료>
프로그램 원조 (Program-Based Approaches)
독립적 기술협력 (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민간단체를 통한 ODA
다자기구를 통한 ODA
분쟁해소 평화유지활동
식량지원/개발식량원조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출연(분담금) 및 출자(Grants and capital
subscriptions)
다자간
국제기구에대한양허성차관(Concessionallendingtomultil
ateralagencies)
자료 : ODA KOREA 홈페이지 재인용

2. ODA의 역사 및 지원동기
ODA의 역사적 기원은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식민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발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10) 미국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
9) 정지원, 권율, 한바란 and others, 우리나라 다자원조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2010)
10) OECD, A HISTORY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ND
THE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IN DATES, NAM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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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산주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자활과 발전을 위해서 막대한
양의 재원을 공급하였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전쟁 후 자국
의 전쟁 후 경제회복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원조에 대한 내용은 찾
아보기 힘들다. 미국은 1947년부터 “마샬플랜”이라 불리는 서유럽의
전후 복구를 위한 유럽 부흥계획을 1952년 까지 추진하였다. 이 후
미국은 가난한 국가를 도와야 된다고 천명하는 외교정책을 수립하
였다11). 이 배후에는 급격히 팽창하는 사회주의 세력의 대한 안보적
인 차원의 원조전략이 깔려있었다.12) 대표적인 예로는 마셜플랜 종
료 이후 제정한 「상호안전법(Mutual Security Act)」이다. 이 법에서
개발지원, 안보지원, 재량성 긴급 기금, 민간투자보장 등의 개념이
제시되었고 자본주의 진영의 우방국들에게는 약 70억불의 원조를
추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시 마샬계획의 성공으로 가난한 나라들
을 돕는 원조에 대한 낙관적 희망으로 원조는 장려되었다.
1960-70년대까지는 원조는 주로 미국과 소련의 주도하에 각국 체
제의 동맹강화를 위한 목적의 정치적 동기가 주로 원조의 동인이
되었다.13) 동시대는 개발사업에 관련된 원조가 상당부분 차지하였으
며 그 당시 생겨난 신생국 사회의 기본적인 도로, 철도, 발전설비
등의 인프라스트럭쳐에 많은 투자가 발생하였다. 미국의 신생국에
대한 원조의 이면에는 팽창하는 사회주의 속에서 신생국들을 떼어
놓기 위한 전략이 있었다.14)
한편 UN이 구성되고 활동하게 된 1960년대에는 양자간 틀에서 벗
어난 다자간 개발협력의 틀과 제도적 기반이 생겨났고 미국은 1961

FIGURES, OECD, 1994, p.4
11) United States Point Four Programme은 해리 트루먼 미연합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발표
되었던 네 번째 외교정책이었다. 개발도상국을 향한 원조 프로그램을 이야기 했다.
12) 황원규, "국제개발협력의 변천과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망 및 과제," 한국국
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8)
13) 김지영 and 이일청, "가나는 과연 원조의 성공 사례인가?," OUGHTOPIA (경희대학
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4/5)
14) 황원규, "국제개발협력의 변천과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망 및 과제," 한국국
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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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대외원조법을 제정하여 공적 원조 전담 기구인 미국국제개발처
(USAID)를 창설하여 전세계로 평화봉사단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OECD DAC의 전신인 DAG도 1961년에 설립되었다. 이후
에는 신생독립국의 빈곤문제, 환경, 교육, 성불평등 등의 여러 사회
적 문제의 해소를 목표로 한 개발지원도 점점 강화되었다.15)
1980년대는 79년 일어난 석유파동의 여파가운데 전세계적으로 극
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국에서는 70년대
개발을 목적으로 빌려온 차관이 문제가 되어 국가마다 IMF 의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신자유주의의 정책처방이
국제표준으로 등장하여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들에게 표준이 되었다.
1990년대는 지구환경 문제가 이슈화되어 지속가능개발이라는 키워
드가 등장하였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체제 속에서 사회주의 진
영에 있었던 신생 체제전환국으로의 원조가 늘어났다. 하지만 상대
적으로 아프리카 등 기존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여 심각한
빈곤이 초래되었다. 정치적 이념 대립의 종식으로 경제성장 및 빈곤
해결 그리고 여성, 인권, 아동 사회개발 등의 새로운 주제들이 세계
원조 사회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는 UN이 새천년개발목표(MGDs)를 발표하고 2005년 영
국에서 G-8 정상 회의를 개최하여 최빈채무국의 국제기구에 대한
대외부채 500억불을 탕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이 가속되었지만 여전히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지구의 14억으로 집계되었고 절
대빈곤인구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16)
2010년대에는 2015년에 완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를 넘어 SDGs 목
표를 세우고 원조의 방향과 지원전략에 대한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
15) 김지영 and 이일청, "가나는 과연 원조의 성공 사례인가?," OUGHTOPIA (경희대학
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4/5)
16) 황원규, "국제개발협력의 변천과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망 및 과제," 한국국
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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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다. 절대빈곤은 2015년 현재 8억명으로 절반이하로 줄었으
나 아직도 큰 규모로 존재한다. 이러한 목표를 마저 달성하기 위해
SDGs가 설정되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
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을 떠나야 하는 난민이 되
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원조의 방향 또한 군사적 정치적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서 지급될 수 없는 복잡한 국제정치의 관계가 형성되었
다. 2011년에 일어난 “아랍의 봄”사건과 이슬람국가(ISIS)의 등장으
로 2015년 현재까지 시리아는 주변국으로 6개국 400만 명 이상17)의
난민들이 흩어졌지만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기에는 불충분
하다.18)
원조의 변천은 그 당시 세계 국제 정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
하였다. 세계는 원조의 효과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여부
보다는 정치・이념적 요인 속에서 원조를 지원했던 경향을 보였다.
새천년개발목표가 세워지고 빈곤에 대한 대대적인 싸움이 시작되었
지만 아직 8억의 사람들이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원조의 실제적인 객관적 증거들을 가지고 기여효과를 측정하여 바
람직한 원조의 배분과 지원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3. 규모와 배분 현황
ODA의 총 명목금액은 1960년 50억 달러에서 200년 500억 달러로
2008년에는 1,28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증가하였다.19) 국민소득 GNI
에서 ODA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0.51%에서 2002년 0.23%
로 하락하였고 2005년에는 0.33%, 2008년에는 0.45%로 개선되었다.
2005년 G8정상회의에서 주된 의안으로 제기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7) UNHCR 통계
18) 김서영, "시리아 난민 4백만명 넘어. 최고 난민 규모 기록," (경향신문, 2015-07-09)
19) Todaro, Michael P., and Stephen C. Smith. "Economic developmen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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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의 인적자원개발 지연에 대한 지원촉진운동의 일부로 이루진
것이다. 미국은 총 지원금액으로는 최대 제공 국가이지만 다른 국가
에 비해 해외원조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낮다. UN
의 계획이 0.7%인 것에 비해 미국은 0.18%이다.
표 3 주요국가의 ODA 순지급금
1985년
10억
기증국가
달러
캐나다
1.60
덴마크
프랑스
4.00
독일
2.90
이탈리아
11.00
일본
3.80
네덜란드
1.10
스웨덴
영국
1.50
미국
9.40
전체(22개국)
29.40

GNI
비중
0.49
0.78
0.47
0.26
0.29
0.91
0.33
0.24
0.35

2002
10억
GNI
달러
비중
2.00
0.28
1.60
0.96
5.50
0.38
5.30
0.27
2.30
0.20
9.30
0.23
3.30
0.81
2.00
0.83
4.90
0.31
13.30
0.13
58.3
0.23

2008
10억
달러
4.80
2.80
10.90
14.00
4.90
9.60
7.00
4.70
11.50
8.00
121.5

GNI
비중
0.33
0.87
0.40
0.40
0.23
0.23
0.20
0.86
1.00
0.40
0.45

자료 :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토다로(2010)는 ODA는 정작 필요한 곳에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다. 세계 빈곤인구가 절반 정도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1인당 8
달러의 원조를 받는 반면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1인당 소득이 동남
아시아의 3배 이상이면서 국민 1인당 원조는 9배를 받는 현실을 이
야기 하면서 대부분의 원조는 현대에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고려
를 근간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자간 원조는 그나마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원조를 하지만 그 마저도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보다 더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공여국과 수원국
의 상이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자원조의 총규모는 최극빈국으로의 지원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
으며 하위 중소득국과 합산하면 54%의 비율이지만 기타 미지정은
37%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중소득국에 지원되는
원조의 금액은 전체에서 9%가량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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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8년 지역별 ODA
지역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남미 및 카리브해
동아시아 및 태평양
남아시아
유럽 및 중아아시아

1인당
ODA(US$)
73
49
16
5
8
9

1인당
GNI(USD$)
3237
1077
6768
2644
963
7350

ODA/GNI
(US$)
1.9
4.3
0.2
0.2
0.8
0.2

자료 : 토다로, 2010, 경제발전론,.p735.재인용

그림 1 소득그룹별 ODA 분포(OECD DAC 회원국 ODA 총규모, 2000-13,
USD 백만)

4. MDGs and SDGs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2000)는 정치
적・이념적 원조의 틀에서 벗어나 원조의 전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189개국, 국제기구, NGOs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합의하였다
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원조가 1950년대 이후 계속적으
로 증가해왔지만 이에 대해 정확한 목표나 체계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정치적 동기의 원조가 대부분의 상황에 유용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설정하면서 원조의 목표
와 유형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었다. 2015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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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MDGs는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평

등 및 여성권익 향상, 아동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HIV/AIDS와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개발을 위
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등 8개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UN이 발
간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s 2015』에 따른다면 절
대빈곤은 절반이상 감소하였고 각 부문 목표에서 괄목할만한 성과
를 나타내었지만 전체부문의 목표달성에는 실패하였다. 절대빈곤률
도 절반이하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절반이나 남아있다.

그림 2 MDGs
자료 : UN

2015년이 새천년개발목표의 목표기한이었기 때문에 이후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지속가능한

목표를

새로이

정한

것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다. MDGs에서 달성하지 못한
것을 포함하여 여기에는 17가지의 목표가 포함되어있다. 빈곤 퇴치
와 좋은 일자리, 도시와 지역커뮤니티의 안전, 범지구적 환경 보호
등의 목표가 추가 설정되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 지원
전략과 원조의 효과를 높이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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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DG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

5. 소결
과거 ODA의 원조 배분은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보
다는 정치적·군사적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20). UN이 세운 새
천년개발목표에 따라 세계는 지속적인 원조를 통해 빈곤감소의 효
과를 이룩하였지만21) 여전히 하루 1.25$ 이하의 절대적 빈곤인구는
8억명 이상의 거대한 규모로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SDGs를
새롭게 상정하고 세계 원조의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원조는
아직도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가장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기보
다는 군사・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기 힘들어보인다. 합리적・경제적
실증근거를 바탕으로 한 ODA의 배분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
다.

20) Todaro, Michael P, and Stephen C Smith. "Economic development.(11th)." :
Addison-Wesley, 2010.
21)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s 2015," (New Yor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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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ODA와 경제성장

1. 발전경제학과 원조
발전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은 때로는 경제발전론, 경제성
장론, 발전경제론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토다로
(Todaro,2014)는 발전경제학을 전통적인 고전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더 큰 집합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희소한 생산자원
의 효율적 배분에 관심을 갖는 기존의 전통경제학과 달리 정치경제
학은 전통경제학의 범위를 뛰어넘어 어떤 경제 및 정치 엘리트 그
룹들이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편익을 위해 또는 대다수 인구의 편익
을 위해 현재와 미래에 희소한 생산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적 과정을 연구한다. 발전경제학은 전통경제학의 범위
를 넘어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사회주의이행기 경제 등 사람들
의 급속하고도 대규모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불러일으키는데 필요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메커니
즘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정의한다22). 간단하게 말하면 “경제가 정체
로부터 성장으로 그리고 저소득으로부터 고소득 상태로 어떻게 전
환되며, 절대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원조의 지원에 있어서 발전경제학의 영향력은 크다. 원조의 효과
를 측정하고 원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발전경제학을 바탕으로 원조의 효과에 대한 실증
을 제공하여 공여국의 원조에 대한 생각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
고 그 정책은 원조 금액의 실질적인 집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경제학의 틀 속에서 원조에 대한 당위성과 원조

22) Todaro, Michael P., and Stephen C. Smith. "Economic development." (2010)..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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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논의하고자 했던 시도는 원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된
후,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원조에 대한 평가는 효율성 측면에서 수행되었
다. 원조지원금의 누수율이 얼마나 작은지, 지원금액의 투입대비 산
출을 계산하는 효율성에 논의가 집중되어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빈곤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저개발국가가 발전국가로 들어서는 일이
요원해지자 거시적 원조의 개발효과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23).
위와 같은 원조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발전경제학의 영향이 컸다.
1960년대 해로드 도마 모형의 고전적 성장이론이 개도국의 원조가
저축 투자 갭의 보완을 핵심기능으로 인식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
다. 이후 1980년대 센의 역량이론은 인간개발을 위한 원조의 확대에
기여하였고 신제도주의경제학과 실증적 연구들은 증거에 바탕한 원
조가 탄생하게 된 학문적 배경이 되었다24).
1960-70년대까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한 이론은 크
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근대화이론과 케인즈 주의이다25).
근대화이론은 유럽에서 발전하였는데 유럽이 거쳐 온 발전과정을
거친다면 즉 근대화한다면 개발도상국에서도 발전을 이룩할 수 있
다고 믿었다. 그리고 케인즈 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
장에서도 실패가 있을 수 있으며 실패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안정망
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이론을 통하여서 유럽의
복지국가가 등장하였고 유럽국가들을 필두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개
선과 여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참여의 당위성이 제기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자 신자유주의 이론이 급부상하게 되었고 모든
국가들은 보호무역을 철페하고 자유 경쟁과 시장의 개방을 통해 효
23) 박복영. "발전경제학과 국제원조의 진화." 경제학연구 62.2 (2014): 131-157.
24) 박복영. "발전경제학과 국제원조의 진화." 경제학연구 62.2 (2014): 131-157.
25) 김지영 and 이일청, "가나는 과연 원조의 성공 사례인가?," OUGHTOPIA (경희대학
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4/5)

16

율적인 경제개발을 지지해야한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해야하며 거시경제 안정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을 주장
하였다. 빈곤감축과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인 경제환경이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원조에서도 공여주체인 세계은
행 및 국제통화기금이 원조지원의 조건으로 신자유주의 경제구조로
의 개혁을 주장하였다.26)

1) 헤로드 도마 Harrod-Domar 모형27)
헤로드 도마 모형(1946-1948)은 아담스미스 이후 경제학에서 최초
로 경제성장이론을 정립한 초기모형으로 경제의 지속적 안정적 성
장을 이루기 위해서 저축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모형은 현재는 많이 쓰이지 않지만 2차세계대전 이후 개발원조 정
책의 기본 논리를 구성하였던 모형으로 여기에 기초하여 이후의 솔
로우 모형과 내생적 성장 이론 등의 현대적 발전경제학이론이 발전
하였다. 헤로드도마 모형은 노동과 자본의 대체성이 없는 레온티에
프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총계변수들에 관한 네 개의 식으로 요약되
는데 ① 총생산 Y의 총자본 K의 대비비율(output-to-capital ratio)28)이
일정 상수 α라고 정의하고, ② 총저축 S는 총생산 Y의 일정비율 s
를 곱한 것으로 정의하며, ③ 총투자는 총자본의 변화량에서 일정
감가상각비율(δ)을 곱한 값을 뺀 값으로 정의하고, ④ 총저축과 총
투자는 균형을 이룬다고 정의하였다.



①  



 


②   
③     

≡

    

26) 김지영 and 이일청, "가나는 과연 원조의 성공 사례인가?," OUGHTOPIA (경희대학
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4/5) 발췌 및 정리
27) 정혁, "유효한 개발원조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의 개발협력 (서울: 한
국수출입은행, 2012/8) 발췌 및 정리.
28) 자본-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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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의 ①,②번식은 Kaldor(1957)에 의해 정리된 당시 산업화된 나라
들(영국, 미국 등)의 성장과정에서 관찰되던 실증적 관계들로 밝혀졌
으며 헤로드도마 모형은 1940-50년대 주요한 경제성장이론의 준거틀
이 되었다29). 투자와 저축을 총소득과 자본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다
면 저축률과 투자에 관한 총소득의 성장률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총소득의 성장률 즉 GDP 증감률은   30)로 정의되며 인구성장률




이 일 경우 국민소득    의 성장률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⑤       

  
위의 ⑤번식에서 저축률 s가  보다 낮아진다면 결국 계속적

인 자본의 감소로 일인당 소득은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저축률이

  
보다 크다면 경제성장률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되어 계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헤로드 도마 모형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완전
고용을 이루는 균형상태는 적정경제성장과 인구증가율이 같아야 한
다. 저축률 인구증가율, 자본산출 비율은 모형 외부에서 주어지는
외생변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헤로드 도마 모형은 인구성장률과 적
정경제성률이 같아지는 균형에서 한번 이탈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
는 불안정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헤로드 도마 모형은 경제발전에 대한 분명한 첫 대답이었
29) 정혁, "유효한 개발원조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의 개발협력 (서울: 한
국수출입은행, 2012/8).p.5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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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제로 이 모형을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나라의 개발
정책 논의에서 저축과 투자의 증대를 자국 경제발전의 최대 핵심
아젠다로 상정하였다.31) 저축률 s가 소득수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
으므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이 낮으니 저축률도 낮을 것이므로
경제성장률도 낮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원조라는
물적 자본을 투입하여 저축과 투자의 증진을 유도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하여 빈곤과 저개발을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식
⑤번을 본다면, 저축률 s와 생산대자본 비율 α가 충분히 크다면 개
인당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모형으로 정립하여 보
여줌으로써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모자라는 자본과 기술원조의
막대한 이전을 정당화하여 원조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다32).

그림 4 헤로드도마 모형의 개념

그러나 해로드도마 모형을 바탕으로 한 원조의 실질적 성과는 개
발도상국의 빈곤을 해결하는데 있어 눈에 띌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위의 경제성장률  에 관한 식은 저축률이 계속 높아진다면
31) 위의 책. 정혁(2012)은 헤로드 도마 모형이 이전의 산업혁명이후 1인당 소득증가에
대한 제대된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대한 이해가 아담스미스의 국부
론 이후 게속 시도되었지만 그 주제가 경제성장론이라는 틀을 갖추고 경제학의 한 핵
심분야로 명시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헤로드 도마 모형이 탄생한 이후라고 규정하
고 있다.
32) Todaro, Michael P., and Stephen C. Smith. "Economic development." (2010)..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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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지만 현
실은 물적 자본의 투자로 인한 지속적 경제발전의 한계를 보여주었
기 때문에 보완하여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2) 솔로우(Solow) 모형33)
헤로드 도마모형에서는 자본비율 α가 상수이고 자연재해 같은 외
생적인 경제충격에 의해 한번 저축률이 감가상각과 인구성장보다
낮게 나타난다면 결국 그 경제는 지속적인 감소를 경험하게 되고
저축률이 감가상각과 인구증가보다 더 높아진다면 경제는 무한대로
성장하게 된다. 이 경우에서는 적정한 균형이 제시될 수 없기에 솔
로우는 불안정적 모형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헤로드 도마가 생
산과정에서 요소간의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였기 때문
에 자본주의경제에서 안정적 성장의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고 말했
다34).
1956년 솔로우는 헤로드도마 모형에서 앞서 정의한 ①번식의 총생
산 Y의 총자본 K의 대비비율(output-to-capital ratio)이 일정 상수 α
라고 정의한 가정을 바꿔 α가 상수가 아니라 변화한다고 가정하였
다. 그리고 노동과 자본간의 대체가 가능하며 각각은 한계수확체감
하지만 합한 값은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의 특성을 갖는다고 가정하
였다.
α가 상수가 아니라 한계수확체감한다고 가정하여 불안정성—경제
가 양극단으로 갈 수 밖에 없는—을 내제화하였다. 작은 가정의 변
화로 솔로우는 해로드도마 모형이 제시하지 못하는 함의를 가지게
되었는데 한계체감의 법칙으로 자본 축적을 통한 성장은 한시적으
로만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은 오직 생산성 증대를 통해서만 가
33) 정혁, "유효한 개발원조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의 개발협력 (서울: 한
국수출입은행, 2012/8) 발췌 및 정리
34) 김대식 외2명, 현대 경제학원론,박영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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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헤로드 도마 모형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
된다. 자본의 투자증진만으로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
으며 물적자원 투입 중심의 기존 원조정책은 한계가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고 장기적 효과를 낼 수 없다는 함의가 들어있다.
솔로우의 모형을 살펴보면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총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여기서 A는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며 K는 투입되는 자본, L은 노동력이라고 정의한다.

  ·  
여기서 솔로우는 두 가지 경제성장의 원천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생산요소의 질과 양이다. 여기서 생산요소의 질이란 총요소생산성을
표현되고 노동과 자본은 생산요소의 투입량으로 나타난다. 솔로우
모형에서는 양만으로 표현한 헤로드 도마 모형과는 달리 생산요소
의 질과 양에 따라 생산량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위의 식을
다시 간단히 질과 양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 
위의 식에서 어떤 경제변수가 A에 속할지 X에 속할지 결정하는
것은 경제성장이론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해석된다. 예를 들어 솔
로우 모형에서는 X에 물적 자본, 인적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가
포함되고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생산요소 모두에 한계수확체감의 법
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속적 일인당 국민소득 성장은 X의 투입에
의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A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A에
속한 요인으로 기술진보를 가정한다면 저개발 경제를 지속성장 가
능한 경제로 구조적인 탈바꿈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산요
소 X의 확장이 아닌 TFP변수 A이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솔
로우가 개발원조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 모형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개별 국가의 경제 구조의 내용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르다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경제적 발전의 핵심요소는 생산요소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총요소생산성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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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솔로우 모형에서는 인구와 자본이 투입되었지만 다른 요소들
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었다.35)
솔로우 모형은 다음과 같다. 콥더글러스의 규모수익불변인 1차 동
차 함수를 가정하고 산출물은 노동력과 자본의 투입으로 인해서 설
명된다.

    

  

위의 식은 솔로우가 제시한 기본생산함수이다. 는 한 국가의
총산출, 는 자본, 는 노동, 는 총요소생산성을 이야기 한
다. 노동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며 의 속도로 성장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는 자본인데 자본의 함수는 이전기수의 자본에 같은 시
기의 자본투자를 더하고 자본의 소모분 즉 감가상각을 제거하는 함
수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에서 솔로우는 투자  는 총 생산물에 일정한 저축률 s를 곱
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위의 는 감가상각 비율이다.
   는 자본의 순증가분을 나타낸 것이다. 증가율
위의 식에서 


은 위의 식에서 자본을 양변으로 나눠주면 된다.




     

 

위의 생산함수에서 자본과 노동의 변수 중 자본의 변수만 남기기
위해 양변에 인구를 나눠주면 1인당 자본과 산출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일단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총요소생산성은 식에서 제외하
35) Walter Nonneman and Patrick Vanhoudt, "A further augmentation of the Solow model
and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for OECD countri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JSTO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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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현한다.


 








 

   


   

    
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1인당 자본 의 변화율은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을 인구 증가율로 정의하면



 




 

으로 바꿔쓸 수 있고 다시 여기에 위의 자본형성식을 대입하면


   



이 된다. 여기서,


 


    이므로






1인당 자본의 증가율은 다음과 같아진다.



             




이것을 좌변에 만 남기기 위해서 양변에 를 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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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은 순수한 1인당 자본의 변화율은 투자에서 인구증가로 인
한 자본을 빼주는 식이 된다. 즉 자본이 증가하려면 투자가 인구증
가와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실보다 많아야 된다는 뜻이다.

그림 5 솔로우모형

자본이 만약 증가하여  를 넘어서게 되면 투자가 감가상각과 인
구증가분보다 작기 때문에 자본은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보다 작
으면 투자가 감가상각과 인구증가분을 상회하기 때문에 그 차이만
큼 다시 재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서  와
같이 실제투자액과 필요투자액이 일치하여 더 이상 1인당 자본량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균제상태(steady state)라고 부른다. 따라서 솔로
우 모형에서는 헤로드-도마 모형과는 달리 안정성을 가지게 되는 균
제상태가 존재하게 된다.

만약 여기서 저축률 가  으로 증가한다면 곡선은 상방으로 이동
하고 균형점인  는 상방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균형인  로 이동하
게 된다. 이에 따라 산출량도  에서  로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균형점이 상방으로 이동할 뿐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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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균형점에서는 성장률이 0이기 때문이다. 즉
실제적인 일인당 자본의 양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이
다.

그림 6 저축률상승시 솔로우모형

만약 총요소생산성 A가 증가한다면 총생산함수가 상방으로 이동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저축함수도 상방으로 이동하여 결국 1인당 자
본을 증가시켜 총생산을 증가시킨다. 지속적인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가 있다면—보통은 기술진보에 의해 일어난다—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그림 7 총요소생산성증가 솔로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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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솔로우모형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 A안에 어떠한 변수들이
존재하는지 각 변수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솔로우 모형은 경제성장의 핵심내용
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모형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변수를
찾아내기에 적합한 모형이다. 이러한 방법은 경제성장을 위한 여러
변수에서 그렇지 않은 변수를 제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모든 변수를 살펴보기 힘들다면 하나씩 아닌 것을 제거함으로써 경
제발전에 대한 중요 변수들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솔로우 모형으로 실증분석하여 개발원조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실증증거는 Klenow and Rodriguez-Claire(1997)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Klenow and Rodriguez-Claire(1985) 소득수준의 차이가 양적투입인 X
부분 외의 A로 설명되는 부분이 66%라고 밝혔으며36) 실질적 성장
률 차이의 91%가 A의 성장률 차이에 의해 설명된다고 밝혔다. 따라
서 개발정책에 있어 물적 투입으로 소득수준을 증가시키는 부분은
34%에 그치며, 나머지 주요 부분은 총요소생산성에 기인한다. 개발
원조의 정책에 있어 저성장경제를 고성장 경제로 성장률을 개선하
는 것은 양적투자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
이 중요하다고 시사하였다.
위의 실증분석은 총요소생산성 안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는 미지의
상자로 남겨두었다. 따라서 이 총요소생산성안에 있는 변수를 분석
하는 것이 경제성장 및 개발 이론의 핵심적 주제이며 후에 이 변수
를 측정한 Lucas(1988)와 Romer(1990)가 새로운 모형의 방향을 제시
하였다.

36) Peter Klenow and Andres Rodriguez-Clare, "The Neoclassical Revival In Growth
Economics: Has It Gone Too Far?," (MIT Press, 1997).p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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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생적 성장이론37)
솔로우모형이 대표적인 경제성장론이었지만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서 경제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솔로우 모
형은 첫 번째, 경제성장의 이유가 되는 기술진보와 기타 요인을 모
형 내에서 설명할 수 없었다. 두 번째, 국가 간의 경제성장률 격차
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세 번째,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
부의 역할을 규명하지 못하였다3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980년대 중반부터 로머(P. Romer), 루카스(R. Lucas) 등이 내생적 성
장이론을 제시하였다.
루카스(Lucas)가 1988년 발표한 논문39)에서는 기존의 경제성장이
론에 인적자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였다. 솔로우의 생산요
소 X 중에서 물적 자본과 달리 인적자본은 한계수확체감하지 않고
긍정적외부효과로 지속적 경제성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머(Romer,1990)는 솔로우에서 A를 기업 투자의 결과로 지속적이
고 의도적인 기업의 기술 투자라고 밝혔으며 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인적자본의 수준에 의존적이라고 이야기했다. 위의 루카스와 마찬가
지로 인적자본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인적자본의 축적과 그에 따른
외부효과만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일정규모의 자본이 되면 산업간에
일어나는 기술지식의 외부효과 등 자본의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외
부효과를 내생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기술발전 및 인적 자본
의 발달은 외부에서 결정된다는 기존의 이론과는 달리 일정 자본수
준을 넘어선다면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의 스필오버
효과가 나타나서 자본의 경제성장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가정을 하였
다 각 기업의 자본보유량에는 지식이 포함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지
37) 정혁, "유효한 개발원조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의 개발협력 (서울: 한
국수출입은행, 2012/8) 발췌 및 정리
38) 정병열, "경제학," (한국: 세경, 2013)
39) Lucas, R. E.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ECONOMETRIC
SOCIETY MONOGRAPHS 29 (1998): 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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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 이 로머 모
형은 성장이 투자율에 좌우될 수 있는 이유를 내생화시킴으로써 투
자에 의한 학습으로 취급한다40).

 에 이르면 산업수준에서 산출
경제전체의 자본보유량 일정규모 
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자본의 외부성을 가지며, 그 결과 경제
전체 수준에서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함으
로써 솔로의 수확체감가정에서 벗어낫다.

    

여기서 단순화를 위해 산업사이의 대칭성을 가정하면 각 산업은
똑같은 수준의 자본과 노동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총생산함수를 갖게 된다. 이 때  는 일정 자본 규모에 대한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

       
내생적 성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A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
는 것이 아니라 불변이라고 가정한다면 미분을 통해 1인당 소득증
가율을 다음과 같다.

 

결국 g는 산출량 증가이고 n은 인구증가율이다. 만약에 가 0이라
면 솔로모형에서와 같은 모형이 된다. 그러나 로머의 가정(자본이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로머의

가정  )

하에서는



    이고  은 증가한다. 이제 한 국가나 기업의 생산함수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의해 외생적으로 유발되지 않는 내생적 성장
을 갖게 된다. 만약 기술진보 또한 허용하여 솔로모형에서의 A가 0
보다 크다면 성장은 더 크게 증가하게 된다.
40) Todaro, Michael P., and Stephen C. Smith. "Economic development." (2010)..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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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링이론
크래머(1993)는 오링이론을 소개하였는데 현대부문의 생산(특히 전
통적 수공업생산과 대비)은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동시에 성공
적으로 이루어져야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오
링이론의 명칭은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사고에서 유래되었는
데 아주 작고 저렴한 부품하나의 실패가 우주선 전체를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경제성장에서도 한 제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여
러 가지 생산요소들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 생산요소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제품은 완성되지 못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산업 체계가기
가지고 있는 상호보완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가령 연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채집하고 분류하고 가공하는 기계들이 있어야 하
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전력이 필요하며 연필을 운반할 수 있는
자동차와 운송수단 및 도로 인프라 등이 있어야 비로소 연필이 소
비자의 손에 쥐어지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상호연관성은 하이
예크에 의해서 잘 소개되어있다. 오링이론은 위와 같은 상호연관성
을 생산부문에서 숙련도가 비슷한 노동자들끼리 일하게 되는 현상
으로 보았다. 숙련도가 혼합되기 보다는 분류될 때 총 가치가 더 높
기 때문에 생산성이 우수한 노동자들로 시작한 기업은 우수한 노동
자들을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숙련도
가 낮은 노동자들끼리 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링이론은 빈곤함정
의 존재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소득이 낮
은 빈곤함정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유사한 상대적으
로 높은 숙련도를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
가 낮은 노동자가 함께 일하게 된다면 낮은 숙련도의 노동자와의
연결 때문에 마치 오링이 빠진 “챌린저 호”처럼 전체 성장에 악영향
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오링이론은 기업이 다양한 과업을 수행함
에 있어 유사한 숙련도를 지닌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숙련도 향상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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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투자하며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면 전체 생산이 향상될 것을
알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결과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들과 유
사한 그룹끼리 모이게 되고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과의
유대를 피하게 된다.
현대부문에서 생산은 n개의 세부 단위 공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고 가정하고 각 노동자의 기술수준이 q(0≤q≤1)라고 가정한다. 만약
q가 수준이 높아진다면 각 공정단계의 성공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소비자들은 더 질 높은 생산품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할 것이
다. 만약 q가 0.95라면 95%의 확률로 좋은 제품이 생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5%는 가치가 없는 불량품이 생산될 것이다. 여기서 생
산함수는 과업 수 n이 동시에 갖는 숙련도 q의 곱으로 나타날 것이
다. 그리고 B는 각 기업의 특성이다. 만약 두 가지의 과업 수를 가
정한다면 오링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식은 다음과 같다.




 

     

 



기대생산량은 n개의 과업은 자본 K와 기업특성 B의 곱과 숙련도
q의 조합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형태의 생산함수가 가진 특
징은 비슷한 종류의 노동자 및 기업끼리 생산 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생산성이 좋은 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높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나 노동자들끼리의 조합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은 숙련도가 높은 국가에
집중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만약 네 명의 노동자가 있고 두
명은 높은 숙련도  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낮은 숙련도
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총산출량은 동류끼리의 조합의 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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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게 된다.
      41)
그러므로 숙련도가 혼합되기보다는 분류될 때 총생산이 더 높기
때문에 생산성이 우수한 노동자들로 시작한 기업은 우수한 노동자
들을 고용하기 더 쉽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
를 고용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노동시
장에서 먼저 사라지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 계속 남
게 된다. 이러한 적용은 기업간 국가간에서도 가능하며 저발전국에
서 노동자가 인적자본을 강화하고 기술 숙련도를 증가시키지 않는
한 생산성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2. 원조와 경제발전 실증연구
원조의 경제발전 효과성에 대한 논쟁은 과거부터 있어왔다. 논쟁
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입장을 정리될 수 있다42)43). 원조는 경제
성장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Hansen and Tarp(2001),
Economides, Kalyvitis and Philippopoulos (2004) 등), 원조는 경제성장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밀톤 프리드만(Milton Friedma,1958),
윌리엄 이스털리(Easterly(2003,2004)와 담비사 모요, Peter Bauer(1972)
등), 그리고 특정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원조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41)

     
      
    

42) 이계우 and 박지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20년의 평가,"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
구원, 2007)
43) Steve Radelet, Michael Clemens, and Rikhil Bhavnani, "Aid And Growth: The
Current Debate And Some New Evidenc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February
(Citese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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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입장(Burnside

and

Dollar,2000),

Isham

Kaufmann

and

Pritchett(1995), 세계은행(World Bank))이 있다.

1) 원조가 경제성장에 효과가 없다.
대표적인 사람은 피터바우어(Peter Bauer,1972)인데44) 원조는 투자
에 대한 역인센티브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민간 부문을 축소시키며,
결국에는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증 자료를 근거
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여러 학자들이(Mosely,1980, Dowling
and Hiemenz,1982, Singh, 1985 Boone,1994) 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들은 ① 원조는 대통령 궁이나
리무진 사는데 버려지고, ② 부패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③ 민간투
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그 결과 생산성을 낮추게 되고 ④
저축을 줄일 수 있으며, ⑤ 나쁜 정권과 정책을 유지시킨다는 것이
다. 하지만 그들의 실증 결과는 의심스러우며 Boone(1994)45)의 연구
결과에서 경제성장과 원조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지만 출판된적도
없으며 단순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끼리의 잠재적 내생성,
독립변수의 선택의 적절성이 문제 제기 되었다.46)
윌리엄 이스털리(Willian Easterly,2006)는 원조의 중앙계획적인 방
식을 비판하면서 중앙적 계획을 하는 계획가보다는 현지 사정을 잘
알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낼 수 있는 탐색가의 역할이 더 중요
하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Burnside and Dollar(2000)의 논문을 반
박하면서 그들의 자료에 이후의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
미하지 않고 결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7). 이스털리
44) Steve Radelet, Michael Clemens, and Rikhil Bhavnani, "Aid And Growth: The
Current Debate And Some New Evidenc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February
(Citeseer, 2004)
45) 394회넘게 인용되었다.
46) Steve Radelet, Michael Clemens, and Rikhil Bhavnani, "Aid And Growth: The
Current Debate And Some New Evidenc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February
(Citeseer, 2004)
47) William Easterly, Ross Levine, and David Roodman, "New Data, New Doubt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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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n Easterly)는 그의 저서에서 원조는 원래 목적이 경제성장을
위한 것은 아니며 효과적이지도 경제성장을 유도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였다.48) 그리고 원조가 오히려 해당 독재정권의 지속적 후원
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담비사 모요 또
한 저서에서 서방국가의 막대한 원조자금이 아프리카를 돕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함정과 원조의 악순환, 원조 종속에 계속 갇혀있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49).
이스털리와 담비사 모요는 원조 자체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보다
는 원조의 배분 방식에 있어 실제적, 구체적이지 않은 행동의 결과
들이 나타내는 부(-)의 효과에 대해 저술하였다. 결국 가난한 나라들
을 도와주고 빈곤을 퇴치하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대
의적 차원에서 원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측면의 원조가 가
질 수 밖에 없는 한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2) 원조는 경제성장에 전반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다.
원조와 경제성장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원조가 저축을 늘리고 자
본스톡을 늘리고 투자를 늘려서 성장을 유도한다고 생각했다50). 그
리고 원조가 사람들의 교육과 건강에 투자하여 그들의 생산성을 높
이고, 선진국의 기술을 가져옴으로써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었
다. 이러한 성장에 대한 영향력은 선형적이라고 가정하였고 회귀분
석으로

밝혀내었다.(Papnek,1973; Levy,1988)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는데 원조가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수확체감의 법칙을 따른다고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
Comment On Burnside And Dollar's" Aid, Policies, And Growth"(200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3)
48) Edward N. Wolff, "Productivity Convergence:Theory And Evidence,"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rch 2014),pp.411
49) 담비사 모요, 죽은 원조, (알파, 2012, 번역)
50) Steve Radelet, Michael Clemens, and Rikhil Bhavnani, "Aid And Growth: The
Current Debate And Some New Evidenc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February
(Citese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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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장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기 되었다. (Hajimichael, et. al,
1995; Durbarry et al, 1998; Dalgard and Hansen, 2000; Hansen and
Tarp 2000 and 2001; Lensink and White, 2001; and Dalgaard, et al,
2004).
Hansen and Tarp(2001)는 원조는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반드시 좋은 정책과 연결되어야만 효과적인 것은 아
니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1990년대 주로 IMF의 경제전문가로 활동
하였고 원조가 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효과는 감소하는 수확체감의
법칙을 따른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투자와 인적자본 변수가 함께
고려되면 원조는 경제성장에 유의미 하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원조는 투자를 통해 간접적인 경제성장에 효과를 가
질 수 있다고 보았다51).
Dalgaard and Hansen(2001)은 Burnside and Dollar(2000)의 연구결과
가 견고하지 못하며 자료에 의존적이라고 분석했으며 좋은 정책이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주는 만큼 해외원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
과는 구축된다고 이야기 했다. 여기서 사용한 ODA의 효과를 타내는
독립변수는 GDP에 대한 ODA 금액의 비율이고, 종속변수는 GDP 성
장률이다. 또한, ODA독립변수를 제곱하여 분석한 결과 음의 계수값
이 나오므로 원조의 한계수확체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Guillaumont and Chauvet(2001)52)은 원조의 효과성을 인정하면서 원
조가 외부의 환경(국제무역추세, 실질무역가격, 계절변동 등)에 영향
을 받는 것을 밝혔다. 그 결과 좋은 정책은 원조와 무관하게 경제성
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부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해외원
조가 필요한 국가의 경우 더욱 더 높은 생산성이 나타난다고 주장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취약한 환경에 놓인 국가에
51) Henrik Hansen and Finn Tarp, "Aid And Growth Regression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001/4)
52) P. Guillaumont and L. Chauvet, "Aid And Performance: A Reassessment,"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Routledg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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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외원조는 취약한 환경이 가지는 경제성장에 대한 부(-)의 효과
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취약한 환경에서 해외원조는 더
욱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도
사용한 독립변수역시 GDP에 대한 ODA 금액의 비율이다.
Lensink and white(2001)는 래퍼곡선이론을 바탕으로 원조에 있어
서 일정 기준이 넘어서면 부(-)의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국에서 원조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흡수능
력을 넘어서면 부(-)의 효과가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GNP의
원조비율의 제곱항을 통해서 부(-)의 효과가 존재한다고 회귀분석하
였다. 하지만 세계은행이 계산한 임계점보다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임계점은 샘플과 모형 설정에 예민하게 반응하
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역시 좋은 정
책과 원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 값은 나오지 않았다.
Lavy and Sheffer(1991)53)는 이집트와 시리아의 경우는 원조를 상
당히 많이 받는데 이 두 국가는 원조를 국가에서 보조금 형태로 소
비를 촉진시키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펼치거나 발전을
하려는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원조가 민간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Zejan and Kokko(1998: 134)는 원조가 한 국가가 수용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금액이 들어온다면 결국 원조의존적으로
변해 자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3) 원조는 한정적 조건 상황 하에서 경제성장의 효과가 있다.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원조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
과는 크게 조건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수여국
측면에서의 조건과 공여국 측면에서의 조건이다.

53) Lavy, Victor and Eliezer Sheffer, 1991, Foreign Aid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Middle East: Egypt, Syria and Jordan, New York and London: Pra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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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국

측면의

조건을

대변하는

연구자는

번사이드와

달러

(Burnside and Dollar,2000)로 대표적인데 그들은 원조와 수여국의 경
제정책에 따른 경제성장에 대한 관계를 조사하였다. 종속변수를 경
제성장률로 두고 독립변수는 최초의 1인당 GDP, 제도 및 정책 변수
(인플레이션, 무역개방도), 원조, 원조와 정책변수의 상호작용변수,
개발도상국들의 원조효과성을 살폈다. 그 결과 좋은 정책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sham, Kaufmann and Pritchett(1995)은 시민적 자유도가 높은 국가
들에 제공된 세계은행의 원조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
여했다는 것을 밝혔고 세계은행은 ‘원조효과의 평가(AssessingAid,
World Bank, 1998)’라는 책자에서 과거의 원조가 성과를 거두지 못
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시사점은

원조는

양질의

거시경제적

정책과

제도

(institution)를 갖춘 나라에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원조는 특정
한 수준을 넘어서면 수확체감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좋은
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는 인플레이션, 재정흑자, 무역자유도 등
이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동일한 100억 달러의 원조가 좋은 정책 아
래에서는 2,500만명 그렇지 않은 정책 아래에서는 오직 700만 명만
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원조는 견실한 경제정책
을 실시하는 국가에 제공되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Collier and Dehn(2001)은 수출가격 충격이 원조와 경제성장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Guillaumont and Chauvet(2001,2002)은 무역과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 변수를 추가하였고 Collier and Dollar(2002)는
정책과

제도기관의

질

변수를

추가하였으며

Collier

and

Hoeffler(2002)는 정책과 복지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은
모두 원조와 추가 변수항과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데이터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견고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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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하지만 위의 논문들의 결과는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심지
어 미국 부시행정부에서는 2002년도에 “새천년 도전계좌”라는 새로
운 원조 창구를 개설하여 개발도상국들이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가지
는 경우에만 무상원조를 제공한다는 조건부 원조를 지원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54).
공여국 측면에서는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와 양자원조 중 다자기구
를 통한 원조가 더 효과적이고 구속원조 보다 비구속원조가 더욱
많은 경제성장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원국에 대해 “국가장
악력(country ownership)"이 있는 공여국이 주는 원조는 더욱 더 효과
적이라고 밝혔다.55)

4) 새로운 방향
기존의 연구들은 원조금액의 총합을 변수로 두었지만 최근에는 원
조의 종류에 따라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한다는 연
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가령 식량원조나 약품, 침대, 교과서, 긴급
구호 등의 원조는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조이기 때문에
원조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사회기반시설 투자되는 원조와 농업과 산
업에 투입되는 원조를 경제성장과 직접연결되는 원조로 분류하여
따로 분석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조의 종류에 따라서 경제성
장에 나타나는 효과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한 연구들도 있다.
Radelet(2004)는 위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는데 세 그룹으
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개발원조로 분류된 원조들은 경제성장에
54) Radelet, Steven, "Challenging Foreign Aid: A Policymaker'S Guide To The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Peterson Institute Press: All Book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3)
55) Steve Radelet, Michael Clemens, and Rikhil Bhavnani, "Aid And Growth: The
Current Debate And Some New Evidenc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February
(Citese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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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원조의 분절화를
막아서 수원국으로 전달되는데 드는 비용을 줄여 수원국의 원조효
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원조 계획으로 수원국으로 하여금 예측가능
성을 높여주고 구속성 원조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
다56).
Iimi and Ojima(2007)는 내생적 성장이론을 사용하여 차관 원조의
증가는 경제발전에 촉매가 되고, 독자적인 영향보다는 무상원조와
상호간 관계가 있으며 유․무 상 비율을 0.2∼0.4 대 1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57).
원종준(2013)은 1970년부터 2009년까지 41개국 인프라 원조금액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밝혔으며 인프라 원조가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흥미로운점은 도시화정
도와 인프라원조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그 의미는 도시화가 진행될 수록 원조의 효과가 커
지고 원조가 클수록 도시화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지혜란(2015)은 종류별 원조와 도시화율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누
어서 분석하였다. 결과 각각 독립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3. 소결
경제발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로머의 경제성장에 대한 통찰력은
지금도 유효하다. 내생적 성장이론 이후 상호보완성이론의 유형인

56) Birdsall, Nancy, "Seven Deadly Sins: Reflections On Donor Failings,"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orking Paper (2004)
57) Iimi, Atsushi, and Yasuhisa Ojima. "Complementarities between grants and loans."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22.1 (2008): 10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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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푸시 모형, 오링 모형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로머의 내생적 발
전이론의 진화된 형태에서 이론적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58). 발전경제학은 수정과 변화를 거쳐 현재 많은 국가들의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원조 또한 자본의 한 형태로서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
실증연구 부문에서 로저 리델(Roger C. Riddell, 2007)59)은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은 여러 방법론적 제한점 때문에 엄밀한 인과관
계 도출이 어렵고 원조가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질문 보다는 어떻
게 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Radelet(2004)은 원조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은 잘못된 분석과
방법 그리고 변수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하며 원조와 경제성
장간의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주장하였다. 덧붙여, 어떤 상황에서
든지 원조가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원조가 경제성
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이며 조건적인
상황하에서 원조의 효과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연구
가 향후 수행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58) Todaro, Michael P., and Stephen C. Smith. "Economic development." (2010)..p.164
59) Riddell, Roger C, "Does Foreign Aid Really Work?," Does Foreign Aid Really
W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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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시화와 경제발전

1. 도시화의 이유
도시경제학에서 도시는 집적의 경제효과 때문에 생겨난다고 밝히
고 있는바 집적의 경제효과가 없으면 도시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
고 이야기 한다.60) 도시는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의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조건 아래에서 형성된다. 집적의 경제
는 도시화 경제, 지역화 경제 두 가지로 나뉜다. 도시화경제는 도시
전체의 총생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고 지역
화 경제는 동일 산업군 내에 속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할수록 각 개
별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비용도 하락하는 개별산업내의 외부효
과를 말한다.
Marianne Fay and Charlotte Opal(2000)61)은 통계적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로 나누었
다. ①자연적인 도시인구 자체의 증가, ②농촌에서 점점 인구가 증
가하여 도시 통계기준을 만족하여 원래는 농촌이었는데 도시화 지
역으로 분류될 경우, ③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할 경우가 있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는 위의 세 가지 사실을 통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
는 만큼의 데이터가 세분화 되어있지 않다. 그는 29개의 개발도상국
의 경우 1960년과 1970년 사이의 도시화는 61%가 이주가 아닌 자연
증가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최근에는 멕시코의 80년대 도시화는 자
연적 인구증가로 인한 것이 75%였다. 하지만 보통 도시화의 개념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이기 때문에 자연적 증가에 따른 설명보다
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시화를 일으키는 경
60) 오설리반, 도시경제학 제5판, 2004
61) Marianne Fay and Charlotte Opal, "Urbanization Without Growth: A Not So
Uncommon Phenomenon," (World Bank Publication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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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분류하면서 아프리카가 다른 세계 국
가의 도시화와는 조금 다른 경제성장 없이 일어나는 도시화를 겪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프리카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정책적 왜곡으로 도시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농촌에
서 도시로의 인구가 급속히 몰려왔다고 하였다.
Harris and Todaro(1970)는 이주모형을 통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
구이동 현상을 설명하였다. 도시의 높은 실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이 도시로 이동하는 이유는 도시의 기대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재가치가 농촌의 평균임금을 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기대
소득이 사람들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게 하고 현대부문 산업으
로의 일자리 구성의 변화를 일으켜 농업으로부터 산업으로의 점진
적 노동력 재배치가 일어난다면 경제가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62)
Bryceson and Jamal (1997)63)은 1970년대 중반에 일어난 농촌 가격
의 폭락으로 도시지역으로 사람들이 내몰렸다고 분석하였다. 세계적
인 농산물 가격의 변동으로 사람들은 도시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
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동아시아 같이 높은 농촌 생산성이 나타
나는 지역은 급속한 도시화를 막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 농산
물은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도시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호하며 많은 가구가 가족구성원
이 도시와 농촌에 흩어져 살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송금금액으
로 이러한 위험부담을 줄이는 형태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Banerjee and Duflo(2013)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가구단위의 도시
로의 이주는 드물며 한 가구 내에서 돈을 벌기위해 임시적으로 도
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도시에
서의 높은 기대소득 때문에 대가족 중 몇 명이 도시로 가서 가족을
62)

Todaro, Michael P., "A model of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59,138-148 (1969)
63) Bryceson Deborah Fahy and Jamal Vali, "Farewell To Farms: De-Agrarianisation And
Employment In Africa.," (Ashgate Publishing Ltd.,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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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생활비를 벌어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략적 투자 개념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많은 자녀들 중에서 도시에서 좋은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가족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이 거주하게 되는 지역은 도시의 가난한 지역이다. 도시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농촌인구는 도시의 평균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
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건강이 허락하는 한정된 시간동안 버
틸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 있는 도시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뿐이
다. 따라서 이들은 도시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비용을 벌 수
있을 때가지 참으며 한시적으로 거주한다. 만약 본인이 가족을 부양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구하면 전체 가족은 도시로의 이주를 결정
하게 된다. 그렇지만 좋은 직업을 보유하지 못한 농촌인구들은 자녀
들은 농촌에서 키우고 본인들만 도시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로의 이주의 비경제적요인도 있다. Tacoli(1998)64)는 도시지역
으로의 이동은 농촌지역에서 가족과 문화에 엄격한 제약을 받는 개
인이 자유를 위해 선택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토지로의 접근이
어렵고 여성은 자신의 낮은 독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로 이동
한다고 하였다.
Gugler and Flanagan(1978)은 도시로의 환상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
로 이주한다고 하였다. 도시의 밝은 불빛65)을 기대하며 더 좋은 생
활수준을 기대하며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로 이주한다
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에 대한 환상은 아프리카에서 에
이즈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농촌
거처를 떠나 도시로 와서 마약류의 이용, 문란한 성생활 등 에이즈
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삶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Jamal and Weeks(1998) 정책적 이유에서도 원인을 발견하였다. 아
64) Tacoli, Cecilia, "Rural-Urban Interactions; A Guide To The Literature,"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8)
65) 도시의 화려한 모습을 묘사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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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에서 도시화 이전의 식민지배의 경험에 근거한다고 주장하였
다. 식민지 시기 잘사는 사람은 유럽도시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농촌

아프리카의

사람이라고

양분화

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1960-1970년대 까지 댐이나 도로같은 공공투자는 농촌에서 걷힌 세
금으로 충당하였다.
Michael Lipton(1997)의 개도국에서의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의 흑
자 세금 흐름 계산은 “도시편향(urban bias)”이라는 유명한 개념을 만
들었다. 이 개념은 가격 왜곡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개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농산품은 세계 평균 가격보다 낮게 측정되
고 공산품은 세계 평균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그래서 가격 왜
곡이 발생하였다. Robert Bates(1981)는 논의를 확장시켜서 왜곡된 도
시집중 투자 정책은 도시거주자들의 정치적 힘과 관련이 있다고 이
야기 하였다. 도시집단은 농촌보다는 더 조직화되기 싶고 정부 정책
결정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에도 쉽다. 도시의 산업과 인
프라에 투자하도록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 도시로의 투자를 촉
진시키고 투자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더 강한 정치적 결집력
을 가지게 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 엘리트는
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았다.
Chandavarkar(1985)는 민간 투자는 도시에 치중될 수 있으며. 재정
적 도시 편향성(Financial urban bias)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은행은
농촌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래비용도 크고 회수하기도 힘들기 때문
에 투자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농촌에서 돈
을 벌어 저축을 하면 그 돈이 도시의 기업과 투자에 사용될 가능성
이 높다.
개도국에서 과거 20년간 이 도시편향성을 줄이기 위한 방향의 정
책을 시행하였다. 농산품가격을 자율화 하고 환율을 재조정하고 수
입 장벽을 제거하여 공산품이 국제적 경쟁하도록 하였다. 단지 공식
부문의 경제가 침체된 것인지 아니면 도시 엘리트들의 지대를 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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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Jamal and Weeks(1998)은 아프리카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도시와 농촌간의 임금격차가 눈에 띄게 줄었
다고 밝혔다. 사실 그들의 연구는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보다는 부자
와 가난한 사람들간의 격차가 더욱 더 큰 주제였다.
Marianne Fay and Charlotte Opal(2000)은 도시화율은 소득과 관계
가 깊으며 도시화율이 80%가 될 때 까지 일반적 선형 관계가 계속
된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발전과 함께 수반되는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며. GDP의 농산물 비율이 32%에서 3%까지 줄어들어서 전체
인구 중 농촌노동인구도 66%에서 6%로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66).
전쟁과 종족간의 갈등도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이유가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온다. 종족 갈등은
농촌지역에서의 위험을 증가시킨는데 특별히 핍박 받는 소수 민족
을 이동시킨다. 도시지역은 많은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농촌보다는 핍박 받는 그룹에게 있어서는 좋은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 경찰의 보호는 도시지역에서 더 높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이
동하여 안전을 보장하려고 한다67).

2. 도시화와 경제성장
도시화와 경제성장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상호 연관성이 있다
고 받아들여졌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요소와 제품에 대한 수요 변화폭
이 작아져 생산 및 재고관리가 쉬워지게 한다. ② 사람들의 접촉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스필오버 효과로 인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진보
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66) Marianne
Uncommon
67) Marianne
Uncommon

③ 동종 업종의 기업들이 서로 가까운 거리

Fay and Charlotte
Phenomenon," (World
Fay and Charlotte
Phenomenon," (World

Opal,
Bank
Opal,
Bank

"Urbanization Without Growth: A Not So
Publications, 2000)
"Urbanization Without Growth: A Not So
Publications, 2000)

44

에 입지하면 근로자들의 이동이 용이하고 구직자와 종업원을 고용
하려는 기업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거래비용을 낮추어 줌으
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
다.68)
Henderson(2003)은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과 1인당 국민총생산과의
탄력성 상관관계가 0.85라고 밝혀 도시화는 경제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70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도시화율
자체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가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발
견하지 못하였지만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그 국가의 전체 인구대비
가장 인구수가 많은 도시의 인구비율이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69) 그리고 너무 낮은
도시화율이나 높은 도시화율은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주장하였다.
Bertineli and Black(2004)70)는 발전된 국가의 도시화율은 75%인 반
면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율은 평균 37%인 점을 들어서 도시화는 경
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했다. 적정 도시 규모에서 인적자본
의 외부효과가 있으며 도시 규모가 적정 수준 이하이면 저개발 함
정에 빠질 수도 있다고 수식을 통해서 발견하였다. 경제성장에서 균
형점이 두개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화된 정도에 따라서 다
르고 기술수준의 증가에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 하였다. 인적자본의
축적과 도시화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저개발 상태로 균형
점이 생길 것이며 도시화를 막는 근시안적인 정책은 경제발전에 해
로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세계은행(2000)은 『World Development Report 1999-2000』에서 집

68) 오설리반, 도시경제학 제5판, 2004 발췌 및 요약
69) Henderson, Vernon, "The urbanization process and economic growth: The so-what
ques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Springer, 2003)
70) Luisito Bertinelli and Duncan Black, "Urbanization And Growth," Journal Of Urban
Economics (Elsevi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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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의 편익은 실제로 상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동
연구에서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1,000명의 기업노동자를 공유하는
지역에서 10,000명의 기업노동자를

공유하는 지역으로 공장이 이전

하는 경우에 생산량은 평균 15% 상승하는데 이는 전문화된 노동인
력과 투입요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생산성 또한 도
시의 규모에 따라 커지는 도싱의 규모와 지역산업의 규모가 2배가
될때 통상적으로 회사의 생산성을 5~10% 증가할 것이라고 실증적으
로 나타냈다.
Rosenthal and Strange(2004)는 발전된 경제에서 존재하는 집적의
경제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가장 주된 결과는 규모의
경제는 10%의 규모가 늘어나면 0.3-0.8%정도 총생산성이 늘어난다
고 밝혔다. 이 규모의 경제는 도시화경제와 지역화경제 두 영역에서
다 발생함을 보여주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
였다71).
많은 연구들이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본의 외부효과에 대
해서 수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이미 미국 유럽 등의 발전된
나라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한
Conley,Flyer,Tsiang(2003)의 연구 등 소수의 연구들만 개발도상국에서
의 인적자본의 외부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외부
효과는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워 명확하고 직접적인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를 추정하기는 제약이 많다72).
선행연구들에서 도시화는 집적의 경제를 유발하여 생산성을 높여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시는 농촌보다
임금수준이 높으며 교육에 대한 수익률이 농촌보다 높다. 문맹률도
농촌보다 평균적으로 낮으며 아이들의 학교 교육 참여율도 농촌보
71) Henderson, Vernon, "The urbanization process and economic growth: The so-what
ques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Springer, 2003)
72) Michael Spence, Patricia Clarke Annez, and Robert M Buckley, "Urbanization and
growth," Urbanization and growth (World Bank Publication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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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고 교육기간도 평균적으로 농촌보다 모두 더 길다73). 사람들은
기대소득의 차이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다. 그러나 전체가
다 이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시에서 얻은 경험과 임금은 가족에
게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화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로머는 인적자본
의 외부효과가 나타나 자본의 수확체감이 수확불변으로 바뀔 수 있
다고 했는데 Bertineli에 따른다면 실제적인 인적 자본의 축적과 외
부효과가 일어나는 곳은 도시지역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
가 내생적 경제성장의 중요요인으로서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를 일으
키는 변수로 설정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 처럼 도시화가
총생산에 직접적인 생산을 유발한다기 보다는 총생산의 증가로 인
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지며 외생적으로 도시화의 정도에 따른
자본과 생산요소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기능할 것이다.

73) Luisito Bertinelli and Duncan Black, "Urbanization And Growth," Journal Of Urban
Economics (Elsevi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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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인적자본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물리적 자
본을 잘 활용하는 노동자의 효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이 유
발된다. 물리적 자본 활용능력을 인적자본이라고 한다면 인적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교육과 보건이다. 건강이 나쁘면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이 불가능하다. 교육의 질을 통제하더라도 일
주일에 아파서 3일씩 쉬는 아프리카의 초등학생은 매일 교육을 받
을 수 있는 선진국의 아이보다는 인적자본의 축적의 정도가 뒤쳐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인적자
본을 증가시킬 수 없다. 건강하더라도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물리적
자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힘들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기술을 흡수하거나 성장을 위한 역량을 증대시키기가 어
려운 이유이다. 성공적인 보건은 성공적인 교육을 위한 조건이다.
교육과 보건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원하는 목표이자 목적이기도 하
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결조건이기도 하다74).
세계의 보건과 교육은 극적으로 향상되어 왔다. 1990년 5세 이하
유아사망은 개발도상국에서 1000명당 280명에서 2008년 저소득국에
서 118명으로 하락하였으며 중진국은 57명으로 하락하였다. 풍진이
나 소아마비 등의 질병은 백신의 개발을 통해 빠른 속도로 퇴치되
어 필요로 하는 국가에게 전달되고 있다. 교육에서는 식자율이 증가
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세계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문맹인
인구가 7억 8천만명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그 중 여성이 82%라고
UN은 보고하였다. 여성의 차별적인 상황은 아직 극복해야할 과제이
다.
Edward(2014)75)에 따르면 교육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는데 첫
74)

Michael P Todaro and
(Addison-Wesley, 2010)

Stephen

C

48

Smith,

"Economic

Development.(11Th),"

째는 인적자본이론 부문, 두 번째는 따라잡기 모델(Catch-Up Model)
부문, 세 번째는 교육과 기술혁신과 변화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부문이다.
먼저 인적자본에 관한 이론은 Griliches(1970)가 교육의 완수율
(Education Attainment)의 증가가 솔로우 잔차에서 설명하는 부분은 3
분의 1이 됨을 밝혔다. Denison(1979b)은 미국의 성장의 5분의 1은
교육으로 설명된다고 했다. Jorgenson and Fraumeni(1993)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미국의

4분의

1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Denison(1983)은 1973년과 1981년 사이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가운
데도 교육은 증가세를 보인다고 분석하였으며 Maddison(1982)도 비
슷한

결과를

OECD의

1970-79년

기간

분석을

통해서

밝혔다.

Benhabib and Spiegel(1992)는 평균 학교 교육년수는 따라잡기 변수
인 초기 교육년수 변수가 포함되면 유의미 하지 않게 나온다고 분
석하였다.
따라잡기 모델은 기술과 지식의 파급효과로 설명되는데 발전에서
뒤에 쳐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앞서나가있는 국가들
보다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후진국은 선진국에
서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하는 과정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
문에 선진국의 성장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Baumol, Blackman
and Wolff(1989)는 교육수준과 성장과의 관계를 횡단면 자료를 바탕
으로 국가별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66개 국가(1950-81년), 112개국
가(116-81), 105개국가(1965-84)의 세 종류의 데이터 묶음으로 분석하
였다. 이후 많은 연구가 횡단면 국가별로 분석되었고 Mankiw Romer
Weil(1990)-이후 MRW-은 물리적 자본 외에 솔로우 모형에서 인적자
본을 추가할 수 있고 인적자본 탄력성은 0.3정도로 물리적자본의 탄
력성 0.3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Barro(1991) 또한
교육이 가지는 경제성장과의 강한관계를 밝혔다. 하지만 투자 변수
75) Edward N. Wolff, "Productivity Convergence:Theory And Evidence,"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rch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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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함께 고려되면 항상 교육변수의 중요성은 축소되었고 초등 중등
변수는 유의미하게 나왔지만 오히려 대학교 졸업률은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성장회계식에 교육연수를 포함하는 것은 같
은 시기의 변수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기술변화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교육은 유의미한 결과들이 분석
되었다. 더 교육받은 개인은 더 기술습득이 빠를 것이고 효율성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Arrow(1962)와
Nelson-Phelps(1966)는 R&D투자와 교육년수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
하여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Mincer and
Higuchi(1988)은 미국과 일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적 변화가 큰
시기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Wolff(2014)가 새로이 분석한 결과 교육과 R&D 투자와의 상호작용
은 유의미하지 않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MRW 모델로 다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중등교육은 유의미한 값을 얻었고 상호작용 또한 유의
미 하였다. MRW 모델 분석에서는 적어도 중등교육이상의 교육이
유의미 하였기 때문에 교육의 쓰레쉬 홀드 효과와 상호작용에 대한
근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선행연구가 같은 결과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교육변수 데이터의 부정확성, 국가간의 교육에 대한
정의의 차이, 교육과 생산성과의 인과관계, OECD 국가에서의 기초
교육의 비유효성 등의 요인으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설명
할 수 있다.
인적자본의 활용은 물리적 자본의 탄력성을 높여준다. 인적자본이
H0에서 H1로 증가하면 각 개별기업의 물리적 자본의 활용도가 높아
져서 각 개별기업의 물리적 자본의 한계생산곡선이 우향 이동할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물리적 자본의 증가는 또한 다시 인적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좋은 기술개발로 전기가 없던 시절에서 전기가 생
산된다면 인적자본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 되고 빨라질 것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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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컴퓨터가 개발된 후 인적자본은 더 증가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원격으로 듣고 싶은 강의를 듣게 되고 동시에 여러 지역
의 사람들의 회의가 진행되어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인적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래의 그래프는 인적자본의
비용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가능한 일이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 책을
보려면 비용을 지불해야되었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웬만한
정보는 거의 추가 비용없이 계속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적자본은 물리적자본의 증가에 함께 증가하는 선순환이 작동한다.
그러므로 물리자본한계생산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K0에서 K1으
로 이동하게 되면 다시 인적자본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자본의(인적
자본+물리적자본) 총 한계생산곡선을 그린다면 다음과 같이 규모수
익불변의 한계생산곡선이 그려지게 된다.

그림 8 인적자본(좌) 물리적 자본(우) 사이의 상호작용
자료 : David Miles and Andrew Scot, "Macroeconomics: Understanding The Wealth Of Nations," (John Wiley & Sons, 2005)p116 재인용

그림 9 규모수익불변의 한계생산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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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Hansen의 패널문턱모형
Hansen(1999)의 문턱회귀분석은 회귀함수가 표본내의 모든 관측치
에서 동일한가 아니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가를 추
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패널문턱모형은 변수들의 기울기 구조변
화 관계를 잘 추적할 수 있다.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의 구성이 명목변수일 경우도 있
지만 그것이 어떤 연속적인 속성의 변수일 경우도 있다. 연속적인
변수의 경우 어떤 결정들은 샘플들을 나누는 특정한 수준의 문턱
(Threshold)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회사의 크기가 얼마나
클 때 우리가 “크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
는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 식 (1) 은 일반 회귀분석 식이
다.
(1)     

(i는 관측대상을 나타내는 하첨자)

위의 일반식에서 문턱효과모형을 추정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3)

  ′  ,

 ≤  

(4)

  ′  ,

   

는 문턱변수라고 부를 수 있다. 어떤 수준  보다 가 클경우와
작거나 같은 경우로 두 개의 체제(regime)로 분류할 수 있다. 는
회귀 오차항이다. 여기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 과 ′ 가 과연 통계
적으로 유의미 하게 다를 것인가를 판단한다.
이것을

패널모형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데

균형패널에서

  ····· 는 시간(연도)를   ·····는 관측된 개별횡단면주
체를 나타내는 하첨자이고 , 종속변수를  로, 문턱변수는 ,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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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독립변수는  라면 식은 다음과 같다.
(5)     ′  ≤   ′     
단,  ․ 는 식별함수 이다. 즉 괄호안의 값이 참일 경우에 1을 반환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을 반환하도록 한다. 위의 식 (5)를 다시 쓰
면 다음과 같다.
(6)  

  ′   

 ≤ 

  ′   

  



위의 식에서  를 에 대한 함수로 다시 나타낸다면
(7)   





  ≤  
    

그리고   ′ ′  이며 그래서 위의 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
다.
(8)     ′   

 ～

위의 식(8)은 문턱변수 에 따라 가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보다 클 경우의 두개의 체제가 있는 경우의 모형이다. 그래서 두 체
제는 각각 다른 기울기계수  과  를 가진다. 그리고 여기서는 독
립변수 와 문턱변수 는 시간불변변수가 아니어야 한다.
위의 식(8)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문턱수준에 대한 모수 공간
(parameter

space)을

설정하고

체제가

세

개인

경우

모수공간

    을 설정한다. 식(8)을 고유효과변형(각각 개별횡단면주체
의 고유효과를 제거한다)을 실시한다.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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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식 (8)에서 (9)를 빼면 다음과 같다.
(10)

  ′   
단 ,

  ′   
     
       
  

    






식(10)이 고유효과를 제거한 식이다. 이 식(10)에 대하여 최소자승
법(OLS)을 적용하여 기울기 계수   를 구할 수 있다.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오차제곱항(Sum of Squared Errors,  )를 구
하고  는 기울기 계수와 같이   의 값에 따라 결정된다. 함수

   를 최소화시키는   를 구하면 이 값이 추정된 문턱수준
이며 이 문턱수준에서 한 개의 문턱수준을 고정시키고 다른 문턱수
 
를 얻는다.
준을 다시 측정하여 효율적인 측정치 
이후 추정된 기울기계수에 대하여 다음의 귀무가설을 세운다. 임
계치를 넘은 체제의 기울기와 그렇지 않은 체제의 기울기가 다르지
않다는 귀무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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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 하에서 모형은 다음과 같
다.
(11)

    ′  

각 개별고정효과를 뺀 고정효과변형식 식(12)는 다음과 같다.
(12)



     

여기서  은 OLS로 추정할 수 있다. 추정된 기울기 계수와 잔차
 
 ′
 을 구할 수 있다. 귀무가설의 우
를 바탕으로 최소자승합   

도비(LR:Likelihood Ratio) 검정은 다음의 F값에 의해 시행된다.
   

  




 의 점근분포는 비표준(non-standard)이고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
다. 여기서  대립가설 하의 최소자승합이다.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점근분포에 따른  을 구하여 충분한 크기만큼 반복한다면 그 때
실제 값을 넘는 비율을 가지고 p값을 구할 수 있다. 만약 이 p값이
원하는 임계치 값(5%,1% 등)보다 작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문턱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LR(Likelihood

Ratio)통계량으로 검정할 수 있다. Hansen(1999)에 의하면 점근분포가
비표준이긴 하지만 모수에 대한 신뢰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가
유의 수준인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임계치를 구할 수 있다.
(13)

    log  
 

예를 들어 10%의 임계치를 설정하였다면 값은 6.53이고 5%는
7.35, 1%는 10.59 이다. LR 통계량이 위의  값을 넘어선다면 귀
무가설      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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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턱수준이 하나인지 두개인지 검정할 수 있
다. 그리고 응용하면 두개이상의 문턱수준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거
친다. 만약 문턱 수준이 두개라면 다음 수준의 문턱 존재 유무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두개의 문턱이 있다고 가정한 후 그 문턱수준의
값을 고정시킨 후 다음 식을 파악한다.
 
  
 


 



 
는 문턱수준
여기서  , 는 추정된 문턱수준이다. 그리고  
은 한개의 문턱만 있을
을 고려하였을 때 오차제곱의 값이다.  
경우 오차제곱항이다. 만약  가 임계치를 넘는 다면 문턱수준이 두
개 존재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두개의 문턱수준이 있다고 확인
되면 다음의 분석을 수행하여 세 개의 문턱의 존재유무를 파악하게
된다.
 
 
  



  




 


은 문턱수준이 세 개일 경우 오차제곱항이다. m+1>2체
제 에서 m개의 문턱수준은 순서대로 결정된다. 이것은 Bai and
Perron (1998)이 제안한 것과 같은데 다중의 변곡점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위와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문턱변수로
4 개 체제까지 분석 할 것인데 이는 해석상의 유익과 계산상의 편
의 등의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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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설설정
선행연구를 종합해보았을 때 내생적 발전이론은 인적자본을 자본
의 한계생산곡선을 규모수익불변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변수로 보
았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 인적자본의 축적과 실질적인 인적자본의
파급효과가 일어난다는 선행연구를 종합해보았을 때 내생적 성장을
일으키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도시화율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수원국의 도시화정도가 자본과 ODA의 경
제성장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ODA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1.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규모가 커질 수록 자본과 ODA
생산탄력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른다면 자본의 외부효과로 인적자본의 파급
효과가 일어나 인적자본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본의 한계생산곡
선은 기울기가 낮아질 것이며 자본의 생산탄력성은 증가하게 될 것
이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 일자리 참여도, 교육 참여도, 여성들
의 고용도가 증가하여 전체 인적자본의 증가로 총생산이 향상될 수
있다.
운송비용이 높은 산업의 경우 관련 산업은 운송비용이 낮게 책정
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같은 도시에 위치하려 할 것이고 노동자들
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거나 더 좋은 기회가 있
는 도시에 위치하려 한다. 특정 산업에 적합한 특화된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 또한 특정 산업이 위치한 도시에 거주하여 관련 산업에
종사하길 희망한다. 그들은 더 증가된 소득을 얻게 되므로 도시에
머무르려 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모여 있으므로 서로의 기술과 지식
의 외부효과가 있을 것이며 구호사업이나 교육 사업, 의료 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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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시행 할 경우 운송비용이
나 기타 운영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자본만 아니라 원조에
있어서도 도시화된 지역에서 같은 규모의 금액을 투입할때 긍정적
외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혜란(2015)은 독립적으로 원조와 도시화율이 가지는 경제성장
탄력성을 추정하여 내생적 성장 조건으로서의 도시화가 자본과 원
조의 경제성장 탄력성을 추정하는 본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원종

준(2013)은 도시화가 인프라부문 원조와 상호작용한다는 사실 외에
더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며 도시화율이 자본과 원조
의 생산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로머의 내생적 발전 모형을 사용하여 도시화율이 ODA와 자본
의 경제성장탄력성의 변화를 유도하는지 파악하도록 한다.

1) 도시화를 제외한 물리적 자본스톡의 증가는 자본과 ODA의
생산탄력성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원래 가정했던 물리적 자본스톡을 문턱변수
로 사용하여 분석하여 물리적 자본스톡이 개발도상국에서도 내생적
성장의 중요한 변수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하지만 도시화의 집적 요
인 없이 단순한 자본의 증가는 한계수확체감의 속성으로 오히려 자
본의 생산탄력성은 감소할 것이다. 즉 도시화가 없는 물리적 자본
축적은 내생적 성장이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2)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자본과 ODA의 경제성장 탄력성은
증가할 것이다.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자본의 생산탄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자본과 GDP의 구분이 필요한데 자본은 중간투입산
출물의 모든 총합으로 표혆되는 반면 GDP는 최종생산품의 가치만
합한 것이다. 따라서 자본이 많이 투입된다하더라도 GDP가 평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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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증가할 순 있겠으나 같은 자본투입에서 국가별로 다른 결과
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본을 투
입하여 산출하는 GDP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
면 GDP가 높은 국가 일수록 생산성(총요소생상성+생산요소생산성)
이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주어진 자본과 ODA를 더 잘 사용
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과 ODA의 생산탄
력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자본은 한계체감의 속성 때문에 GDP에
나타나는 생산탄력성은 감소할 것이지만 GDP는 높은 국가일수록
생산성이 높을 것이므로 자본생산탄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패널문턱모형을 사용하여 이전기수의 GDP를 문턱변수로
두고 자본과 ODA의 탄력성을 분석할 것이다.

2. ODA 금액은 일정규모이상 크면 외부효과가 발생하여
ODA 생산탄력성을 증가할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GNI에서 차지하는 ODA의 비율의 제곱항으
로 래퍼곡선의 이론을 바탕으로 ODA의 수확체감효과가 있는지 확
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개별 국가의 ODA의 수용력을 넘어서는 범
위의 원조가 들어온다면 부패를 유발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구축하
는 효과를 가져와 정부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비율로 변수를 구성하였을 경우 총액에 큰 변화가 없을 경
우에는 상관없지만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긴급구호나 인도주의적
ODA 등으로 인해 수원국에서 총액이 급격히 증가할 때 상대적 비
율이 변함으로 해당 ODA의 효과성 평가와 해석에 큰 문제점이 발
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직관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ODA의 수원금액을 변수로 선택하였다.
크래머(1993)의 오링이론에 따른다면 현대부문에서의 생산에 있어
서는 관련된 여러가지 행동들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높
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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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행동들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는 노동자들의 자질과 지식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ODA가 개발
도상국에서 교육부문, 행정부문, 사회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노동자의 총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전체경제가 더 높은 부가가
치를 창출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ODA 금액이
각 부문별로 충분히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있
어야 한다. 그러므로 ODA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ODA의 경제성
장탄력성은 증가할 것이다.

3. ODA는 분절화된 금액보다 동일한 금액을 적은 수의 공
여국에게서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수원국의 입장에서 동일한 금액을 나눠서 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받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분절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같은 곳에 중복
투자가 일어날 수 있으며 관리비용의 증가로 비효율이 야기 된다.
중복투자는 수원국 내 행위자간 지대추구행위를 유발할 수 있어 오
히려 경제성장에 해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분절된 ODA 금액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지지만 통합된 규모의 ODA의 금액은 수여국의 상황에 맞는 사업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의 폭이 넓
어진다면 수원국 입장에서 더 필요한 곳에 배분하여 전체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따라서 분절화 되지 않은 경우의 ODA는 그렇지 않은
ODA보다 더 경제성장효과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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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석방법 및 자료

제1절 분석 방법

1. 분석모형의 설정
도시화율에 따른 자본과 ODA의 경제성장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
한 기본 분석모형으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차용한 1차동차함
수를 가정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이용한다. 솔로우 모형의 총요
소생산성을 나타내는 A를 로머의 가정에 따른 자본에 대한 공식으
로 바꾸면 로머의 자본외부효과를 나타내는 분석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먼저 솔로우의 생산함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A를 자본에 대한 함수로 변형시킨 것이 다음의 로머의 모
형이다. 여기서 자본은 기계 및 설비재 건물 등과 같이 기업들이 이
윤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내생변수이다.

    ·  
     
분석방법으로는 패널문턱모형(Panel Threshold model)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본과 ODA의 성장탄력성이 해당 수원국의 도
시화율의 정도에 따라 변화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그 효과가 변화할
것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론은 Hansen(1999)에 의
해 개발되었으며 패널분석에서 비모수적 방법을 통해 변곡점을 찾
는 기법이다.
위의 식을 1인당 자본식으로 바꾸어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 여기에
ODA금액을 추가하고 탄력성변수를 도시인구규모에 대한 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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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시킬 수 있다.
     
       
여기서 는 노동인구1인당 자본,  는 노동인구1인당 ODA수원
금액,

은 도시인구규모를 나타낸다. 자본과 ODA의 탄력성은

도시인구규모에 관한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2. 패널분석
자본과 총생산량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패널분석을 수행한다.
합동모형(Pooled Model),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설정하
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3. 패널문턱모형
1) 모형(1) 문턱변수 = 도시화율
위의 모형에서 양측에 로그를 취하고 변형한 식은 다음과 같다.
ln ln  ln or  ln  
ln   ·ln   · ln or  ln  
위의 식을 한 개의 문턱수준을 가정할 경우 패널문턱모형으로 구
성하면 다음과 같다. 문턱수준으로 체제가 나뉘어질 때 체제 종속변
수와 체제 독립변수가 있는데 체제 종속변수는 체제에 따라 모수
(Coefficient)가 달라질 것이고 체제 독립변수는 체제의 변환에 관계
없이 지속적인 모수 값을 가질 것이다. 위의 식에서 알고 싶은 것은
도시화에 따라서 자본과 ODA의 경제성장탄력성이므로 하나의 변수
를 분석하기 위해 나머지 하나의 변수의 효과를 고정한 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도시화에 따른 자본의 경제성장 탄력성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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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ODA의 경제성장탄력성을 고정한 후 자본의 경제성장 탄력
성을 추정하는 모형을 설정하도록 한다. 모든 모형에서는 로그가 씌
워져있다.
모형 (1)   ′  ≤   ′     ′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도시화율(문턱변수) 로그 값
 = 로그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GDP 로그 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ODA 수원금액 로그 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자본 로그 값

 = 지시함수 괄호안의 조건에 맞으면 1, 아니면 0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인적자본 로그 값
여기서

문턱을

추가한다면

다음의

문턱모형

식이

추정된다.

Hulten(2006)의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것처럼 3개로 설정하는데 이는
모형의 단순화를 통해서 해석상의 유익과 계산상의 이익이 있기 때
문이다.
  ′    ′      ≤  
 ′        ≤  
 ′        ≤  
 ′          or  
도시화에 따른 ODA의 경제성장 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모형
을 설정한다.
  ′  ′  ≤   ′     or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도시화율(문턱변수) 로그값
 = 로그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GDP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ODA 수원금액 로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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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자본 로그 값

 = 지시함수 괄호안의 조건에 맞으면 1, 아니면 0
본 연구는 3개의 문턱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추정의 효
율성과 3개 이상 넘어가는 체제에 대한 해석상의 어려움 때문이
다76).
따라서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or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도시화율(문턱변수) 로그값
 = 로그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GDP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ODA 수원금액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자본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인적자본 로그값

76) Hurlin, Christophe, "Network Effects Of The Productivity Of Infrastructure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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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2) 문턱변수 = 자본
이전기수 자본을 문턱변수로 자본과 ODA의 생산탄력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먼저 인적자본 없는 모형으로 분석하고 그 후에 인적자본
을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    ′      ≤  
 ′        ≤  
 ′        ≤  
 ′          or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자본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GDP 로그값

 =  or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ODA 수원금액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자본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도시화율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인적자본 로그값

3) 모형(3) 문턱변수 = GDP
패널문턱모형을 사용하여 이전기수의 GDP를 문턱변수로 두고
ODA의 탄력성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Hurlin(2006)이 이야기한바와
같이 이전 기수의 GDP를 문턱변수로 취하였을경우 국가간의 표본
차이에 따른 이분산성이 많이 통제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통제변수
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전기수
GDP를 문턱변수로 쓰는 것은 모형 안에서 쓰이는 내생변수이기 때
문에 동시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전기수 GDP를 문턱변수로 사용한
다. Canning and Bennathan (2000)이 제시한 것처럼 이전기수 GD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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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국가가 가지는 이분
산성을 통제할 수 있다.
  ′    ′      ≤  
 ′        ≤  
 ′        ≤  
 ′          or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GDP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GDP 로그값

 =  or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ODA 수원금액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자본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도시화율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인적자본 로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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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형(4) 문턱변수 = ODA 규모
모형(4)는 ODA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이다. ODA가 적정금액을 넘
어서면 외부효과가 일어나서 체계적인 기울기 변화가 일어나는지
판단하기 위한 모형이다.
  ′    ′      ≤  
 ′        ≤  
 ′        ≤  
 ′          or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ODA 수원 금액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GDP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ODA 수원금액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자본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도시화율 로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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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형(5) ODA 분절화의 영향
ODA 금액을 지원할 경우 동일 금액을 여러 공여기관(양자 및 다
자기구)에서 주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한 기관에서 통합
해서 주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파악하기 위한 모
형을 설정하였다. 1인당 수원총액이 통제된 상황에서 큰 규모의 금
액이 있을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서

ODA의 분산을 독립변수로 설

정하였다.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있는 경우 분산은 커지게 되어있
다. 평균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산이 증가할 수록 국
민총소득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패널 분석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    ′    ′ 
 ′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GDP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ODA 수원금액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자본 로그값
 =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도시화율 로그값

 =i국가의 t 시점에서의 1인당 ODA 수원금액분산 로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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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의 구성

1. 변수 설정
자료는 세계은행과 UN, 그리고 PennWorldTabl8.177), Aiddata 2.1,
OECD 를 이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GDP와 자본스톡, 인적
자본은 PennWorldTable을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중간에 자료들은
UN과 세계은행 자료를 참고하여 영구재고법을 사용하여 재구성하였
다.
ODA에 관한 것은 Aiddata78)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실제 집행된 금
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항목별로 살펴보는 ODA에서는
실제 집행된 금액별로 분류하고자 하였으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약
정금액으로 자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데이터와 실제 분석
결과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OECD에서 제공하는 집행금액 데이
터를 따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CRS 코드에 따라 분류된 항목별
ODA 금액을 구성하였으며 이는 Aiddata의 약정금액 기반으로 작성
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약정금액과 집행금액에서 별다른 차이를 확
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DA 금액을 도시의 물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기반
시설 투자 금액 부문만을 추출하여 살펴본 것이 아니라 전체 ODA
의 금액(교육부문, 사회부문, 일반예산부문 등)을 패널문턱분석을 위
한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경제발전 경로의
77) Feenstra, Robert C., Robert Inklaar and Marcel P. Timmer (2015), "The Next
Generation of the Penn World Table" forthcoming in American Economic Review,
available for download at www.ggdc.net/pwt
78) Tierney, Michael J., Daniel L. Nielson, Darren G. Hawkins, J. Timmons Roberts,
Michael G. Findley, Ryan M. Powers, Bradley Parks, Sven E. Wilson, and Robert L.
Hicks. 2011.
More Dollars than Sense: Refining Our Knowledge of Development Finance Using
AidData. World Development 39 (11): 189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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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성 및 자료의 비연속성 때문이다. ODA 투입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제발전까지의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물리적 투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자본투자와 승수효과를 제하더라도 교육예산을 투입하여
사람들의 인적자본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제시되어있다79). 인적자본의 투자가 부모세대에
서 후대로 물려질 때 다음 세대는 더욱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
다.80) 또한 일반 예산 부문에 투입되는 금액은 정부의 도시 운영능
력을 높일 것이고 해당 도시의 생산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
로 ODA의 총 금액을 가지고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장애는 없다. ODA가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고
있고 경제발전으로의 경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물리적 기반시
설의 투자에 사용된 ODA 금액만을 경제발전의 유인으로 볼 수 없
을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자료의 비연속성 때문이다. 수원국의 ODA는
부문별로 항상 동일하게 원조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각 년도마다
부문별로 ODA 집행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총합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
산적인 분포를 확인하였다. 왜냐하면 패널문턱모형의 기본적인 가정
을 충족하기 위해서이다. 분석 결과 총합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보장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을 넘어설 때 내생적 발전을 위한 외부효과
가 일어난다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도시인구규모를 대체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의 외부효
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자본의 집약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집
약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공간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
79) Oded Galor and Omer Moav, "From Physical To Human Capital Accumulation:
Inequality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2004/10/01)
80) Oded Galor and Joseph Zeira, "Income Distribution And Macroeconomic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9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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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인구규모만큼 도시는 집약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도시빈민가에서
일어나는 인구증가라고 하더라도 도시안의 외부효과에 혜택(임금상
승, 교육 등)이 존재하기에 거주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으로 선행
연구의 주장과 일치한다.81)
표 5 변수구성
구분

변수명

설명

출처

PennWorldTab
노동인구
종속 gdpwok 1인당(15-64세)
구매자
가격
기준
le
실질 2005년도 환산 가격
변수
UN
GDP(USD $)
WorldBank
독립
변수

kwok

노동인구
PennWorldTab
1인당(15-64세) 실질 구매자 가격 기준
le
고정자본스톡금액(USD 2005년도 환산 가격
UN
$)
WorldBank
교육연수와
PennWorldTab
교육수익률 계산
le

인적자본 변수

독립
변수

hc

독립 odawok
변수

전체평균 교육연수

15세이상기준

초등학교 교육년수

15세이상기준

중등학교 교육년수

15세이상기준

고등교육 교육년수

15세이상기준

경제활동 1인당 ODA
수원 금액(USD
$)(약정금액이 아닌 2009년도 불변가격
실질지급액)

Barro and
Lee(2010)

Aiddata

독립
변수

x11

도시부문
ODA/노동인구

2009년도 불변가격 Aiddata(약정)

독립
변수

x12

도시부문
ODA/노동인구

2013년도 불변가격 OECD(지급)

독립
변수

x21

비도시부문
ODA/노동인구

2009년도 불변가격 Aiddata(약정)

독립
변수

x22

비도시부문
ODA/노동인구

2013년도 불변가격 OECD(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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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설명

출처

독립
변수

x31

인적자본부문
ODA/노동인구

2009년도 불변가격 Aiddata(약정)

독립
변수

x32

도시부문
ODA/노동인구

2013년도 불변가격 OECD(지급)

독립
변수

x41

비도시관련
ODA/경제활동인구

2013년도 불변가격 Aiddata(약정)

독립
변수

x42

도시부문
ODA/경제활동인구

2013년도 불변가격 OECD(지급)

독립
변수

CRS0

미분류/경제활동인구 2009년도 불변가격 Aiddata(약정)

독립
변수

CRS1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경제활동인구 2009년도 불변가격 Aiddata(약정)

독립
변수

CRS2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경제활동인구 2009년도 불변가격 Aiddata(약정)

독립
변수

CRS3

생산부문/경제활동인구 2009년도 불변가격 Aiddata(약정)

독립
변수

CRS4

다부문/경제활동인구 2009년도 불변가격 Aiddata(약정)

독립
변수

CRS5

일반프로그램지원/경 2009년도 불변가격 Aiddata(약정)
제활동인구

독립
변수

CRS6

부채관련지원/경제활동
2009년도 불변가격 Aiddata(약정)
인구

독립
변수

CRS7

인도적
지원/경제활동인구

2009년도 불변가격 Aiddata(약정)

독립
변수

CRS9

기타/경제활동인구

2009년도 불변가격 ㅡAiddata(약정
)

독립
변수

urban

도시화율(%)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비율
(문턱변수)

WorldBank

지역별분류를 위한
더미

서브사하라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아메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선행연구

독립
변수 지역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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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요약
1) 기술통계량
표 6 변수의 기술통계량
평균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합계
관측치
평균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합계
관측치
평균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합계
관측치
평균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합계
관측치

GDPWOK
12234.74
8152.361
83029.12
561.5552
12536.87
1.982554
7.969782
43641328
3567
X11
109.0756
52.49588
6979.535
0.007811
219.4776
12.49538
313.1894
364421.5
3341
X12
1.65E-05
6.06E-06
0.000731
1.19E-10
3.89E-05
8.609174
111.9675
0.039779
2410
CRS0
147.3514
71.36883
7086.400
0.000435
268.6137
10.16522
199.1768
484344.1
3287

KWOK
HC
ODAWOK
31540.56
1.875130
277.1628
18014.67
1.817296
135.5816
245600.1
3.161489
9028.098
1131.429
1.039863
0.161171
36445.55
0.480845
567.0852
2.109215
0.344147
7.134390
8.344577
2.215464
73.30980
1.13E+08
988639.6
5535.384
3567
2952
3567
X21
X31
32.53525
34.03539
14.76937
15.91791
673.5923
1389.352
0.000162
0.000589
53.93425
62.92527
4.313825
7.059962
30.16537
95.81018
103397.0
110070.5
3178
3234
X22
X32
5.05E-06
1.80E-05
2.28E-06
5.34E-06
0.000136
0.000359
1.23E-10
3.59E-11
8.91E-06
3.38E-05
5.868609
4.434732
57.31039
30.43282
0.009786
0.033387
1938
1850
CRS1
CRS2
39.33430
31.51047
16.37699
11.65370
2369.545
2633.797
0.001198
0.000175
98.64733
84.82060
11.86243
14.74237
218.7837
363.4538
121582.3
91002.23
3091
2888

81) Arthur O'Sullivan, "오설리반의도시경제학," (박영사, 2011)

73

URBAN
39.72449
37.48100
94.41400
2.845000
21.51706
0.467653
2.407634
141697.3
3567
X41
109.4135
47.03221
5206.530
0.004842
230.2270
8.663525
127.9665
360845.8
3298
X42
4.23E-05
8.59E-06
0.002604
5.56E-11
0.000118
8.576912
121.0903
0.111799
2641
CRS3
21.08493
8.074587
732.2398
0.000890
42.18645
6.999631
80.41569
64077.09
3039

평균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합계
관측치

CRS4
10.52545
3.796103
817.9467
0.000286
29.73291
13.32433
275.0251
28597.66
2717

CRS5
28.25388
9.099557
2725.438
3.12E-07
86.52181
15.69377
400.0000
73629.60
2606

CRS6
24.62802
1.823458
2422.319
9.45E-05
112.1499
11.93844
187.8567
44847.62
1821

CRS7
6.946101
0.829377
467.9596
0.000239
23.57941
10.05011
149.7208
17268.01
2486

CRS9
4.422248
0.691673
925.2191
0.000216
27.85349
20.90275
571.7336
11223.67
2538

2) 노동인구 1인당 GDP
노동인구 1인당 GDP의 경우 평균이 3,229$(2005년불변가격)이고 1
인당 자본의 평균은 16,529$(2005년불변가격)이다. 도시화율의 평균
은 약 40%정도 이고 노동인구 1인당 ODA의 평균 수원금액은 199
달러이다.

그림 10 GDP Kernel 밀도 함수 그래프 1970년(좌) 2010(우)

197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GDP가 낮은 저발전국가가 많았으나
2010년도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국가들이 발전하여 첨도가
더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의 GDP가 점점 수
렴하고 있음을 뜻한다.

3) ODA 금액
지난 41년간 총 누적 ODA금액은 국가별로 인도가 가장 많은 금
액을 수원하여 ODA의 최대 수혜국이다. 그 뒤로 이집트, 인도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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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파키스탄, 탄자니아, 이라크, 에디오피아, 베트남, 모로코, 시리아
순서로 ODA가 지급되었다. 이런 현황을 트리맵으로 볼 수 있는데
사각형 하나가 해당년도의 ODA 수원금액의 상대적 표시이다. 이라
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전쟁이후 큰 금액의 ODA가 해당년도에
지급되었다. 인도는 과거부터 현재로 오는 동안 ODA금액이 점점 줄
어들었으며 이집트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탄자니아의 경우
최근 ODA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11 국가별 ODA 총액분포 및 도시화율현황

ODA 총액은 도시화율이 높거나 낮은 것과는 상관없이 분배되고
있지만 1인당 ODA 누적총액으로 환산할 경우 1위부터 10위까지의
국가 중 도시화율이 50%가 넘는 국가가 7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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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가별 1인당 ODA 누적총액

국가별 노동인구 1인당 ODA 누적 총액은 지부티가 가장 높게 나
타났는데 이는 상위 10개 국가 대부분이 100만 명을 넘지 않는 이
유에 기인한다. 세계 ODA 원조는 인구가 적은 국가에 노동인구 1인
당 기준일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원조가 지원되고 있다, 인
구가 많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인구 1인당 원조 금액은 적
게 측정된다. 총액이 가장 많은 인도의 경우 1인당 누적금액은 623
달러로 지부티의 누적총액인 110,676달러와 약 177배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표본 87개국에서 GDP 상위 30개국과 하위 30개국의
노동인구 1인당 ODA 금액을 평균 비교해보았을 경우 통게적으로
유의미하게 GDP 하위 30개국의 노동인구 1인당 ODA 수원금액이
10443달러 적었다. 다시 말해 더 잘사는 나라에게 노동인구 1인당
더 많은 ODA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GDP가 중간수준인 국가와도
비교했을 때 분산은 작아지고 평균값은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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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GDP 상위 30개국과 하위 30개국 ODA 금액 차이
항목
1인당 ODA 누적총액
평균
분산
관측수
피어슨 상관 계수
가설 평균차
자유도
t 통계량
P(T<=t) 단측 검정
t 기각치 단측 검정
P(T<=t) 양측 검정
t 기각치 양측 검정

GDP상위30개국

GDP하위30개국

17130.88178

6687.682993

728675784.1
30
0.153855436
0
29
2.143121064
0.020311884
1.699127027
0.040623768
2.045229642

10183293.28
30

그림 13 GDP그룹별 ODA 누적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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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부문 ODA
노동인구1인당 도시관련 ODA 규모를 국가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지부티가

지난 4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수원국이었다. 그 다음으로

요르단 벨리즈, 몰디브, 트리니다드 토바코 등의 국가가 1인당 수원
규모로 컸다. 하지만 상위 5개국에서 요르단을 제외하고 인구수가
백만을 넘어가지 않는 적은 규모의 나라이기에 1인당 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별로 전체 금액을 합산한다면 인도가 가장 많
은 금액을 지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 노동인구 1인당 도시부문 ODA 누적금액

트리맵으로 나타낸 위의 그래프에서 진한회색은 도시화가 많이 진
행된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부티에서 노동1
인당 도시부문 ODA의 누적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100만명이
넘는 국가에서 노동인구 1인당 도시부문 ODA누적금액이 가장 큰
국가는 요르단이다. 그리고 1천만명이 넘는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튀니지가 가장 많은 금액을 도시부문에서 원조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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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국가별 도시부문 ODA 누적금액

그림 16 국가별 도시부문 ODA 누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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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노동인구 1인당 도시부문 ODA
country
sum
Djibouti
24,528
Jordan
16,753
Belize
16,351
Maldives
11,995
TrinidadandTobago
11,063
Mauritania
10,208
Panama
10,061
Tunisia
10,021
Oman
9,888
Barbados
9,022

누적금액(1970-2010년기준) 단위 : 달러
avg
std.dev
max
min
663
614
2,758
33
419
352
1,258
19
409
453
1,755
7
353
288
1,195
2
316
1,183
6,980
0
262
308
1,885
15
272
232
965
0
244
131
657
48
319
438
2,207
0
237
310
1,333
0

표9국가별도시부문ODA 누적금액(1970-2010년기준)
country
sum
avg
std.dev
India
160,785.27 3,921.59
1,802.22
Indonesia
98,309.38
2,397.79
1,269.83
Brazil
87,945.17
2,145.00
925.13
Egypt
55,092.01
1,377.30
728.31
Mexico
51,615.27
1,258.91
837.51
Pakistan
47,866.34
1,196.66
696.65
Turkey
46,155.21
1,153.88
842.24
Argentina
45,670.20
1,113.91
811.76
Philippines
43,772.45
1,067.62
674.66
Thailand
42,305.86
1,031.85
676.48

단위 :
max
8,504.22
5,002.81
6,033.75
3,649.67
3,847.98
3,340.23
3,814.34
3,046.42
3,107.05
3,252.97

백만달러
min
698.61
262.49
683.12
1.02
0.46
17.75
101.01
31.60
134.72
43.61

각 지역별로 살펴본다면 노동인구 1인당 도시부문 ODA의 총합이
가장 높은 곳은 아프리카 지역이지만 각 국가의 평균을 보면 가장
높은 곳은 중동지역이고 그 다음으로 북아프리카와 아메리카지역이
다.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국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총합으로는
가장 크지만 개별국가에서 받는 도시부문 원조금액은 그리 높지 않
음을 시사한다. 개별국가 평균에서 아프리카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
해 도시부문 원조금액이 적으며 향후 아프리카의 도시화에 따른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지역에 좀 더 집중된 원조가 필
요할 것이다. 이미 소득이 가장 높은 아메리카 지역으로 가는 원조
의 배분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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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지역별 노동인구1인당 도시부문ODA현황
region
sum
avg
std.dev
Africa
130,244
86
172
America
125,162
146
310
MiddleEast
48,057
170
259
SouthAsia
26,445
101
161
NorthAfrica
17,553
145
116

단위 : 달러
max
min
2,758
0
6,980
0
2,207
0
1,195
0
657
1

5) 비도시부문 ODA
비도시부문에서도 인도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100만 이하의 국가가 대부분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국가별비도시부문ODA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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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국가별1인당 비도시부문 ODA 총액

6) 인적자본 ODA
인적자본의 경우 국가별로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였고 그
후 인도, 파키스탄, 브라질 순서로 ODA 금액을 보이고 있다. 도시화
가 높은 지역일수록 인적자본관련 ODA를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1
인당인적자본으로 환산한 결과 도시화율이 비교적 높은 곳이 상위
권에 위치하였다.

7) 정부지출 ODA
정부지출 부문 ODA는 브라질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정부
지출 부문은 도시화가 높은 지역일수록 많은 금액을 수원하였다. 도
시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도시서비스제공, 행정 등 징부지출의 수요
가 더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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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국가별인적자본부문 ODA총액

그림 20 국가별 1인당 인적자본부문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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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가별정부지출부문ODA총액

그림 22 국가별 1인당 정부지출부문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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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 및 결과

제1절 패널모형 분석

1. 단위근검정
패널자료로 단위근을 검정하는 것은 단일 시계열 자료의 단위근을
검정하는 것보다 계산적 비용이 많이 들지만 검정력 자체는 향상이
된다. Levin and Lin(1992, 2002)82)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점근적 분포에서의 패널자료의 단위근 검정은 각각의 시계열보다
훨씬 높은 검정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이와 동일한 방법론을 더 발
전시킨 Im, Pesaran, and Shin(1997, 2003)83)은 이분산성을 지닌 패널
자료에서도 검정력이 더 높아짐을 밝혔다.
시계열 자료에서 단위근의 존재는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84)
의 위험성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Phillips and Moon (1999)은 패널
데이터에서는 적합한 이론적 모형으로 구성된다면 이러한 가성회귀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하였다. Cannig(2004)도 그의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생산함수를 가지고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성
회귀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다. 그리고 Chang, Park and
Phillips (1999)도 그의 연구에서 I(1)의 특성을 가진 시계열 자료를
가진 함수를 추정할 경우 OLS 추정계수의 일관성을 저해하지 않고
82) Levin, Andrew, Chien-Fu Lin, and Chia-Shang James Chu. "Unit root tests in panel
data: asymptotic and finite-sample properties." Journal of econometrics 108.1 (2002):
1-24.
Levin, A., Lin, C.-F., May 1992. Unit root tests in panel data:asymptotic and
finite-sample properties. UC San Diego, Working Paper 92-23.
83)Im, Kyung So, M. Hashem Pesaran, and Yongcheol Shin. "Testing for unit roots in
heterogeneous panels." Journal of econometrics 115.1 (2003): 53-74.
84)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 사이에서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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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정계수의 일치 속도(speed of converegenxe)에도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이므
로 장기적 관계를 측정함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위근 검정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과 상반되는 결과가 아
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단위근 검정을 통해 단위근의 유무를 파악
하도록 한다. 단위근을 검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E-views를 활용하여 각 변수마다 4개의 검정을 수행하였다.
GDP와 자본 스톡은 단위근이 대부분의 분석에서 존재하였다. 대
부분의 분석에서 존재하였다는 말은 통계 프로그램에 따라서 결과
값이 다르게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R, STATA, E-VIEWs가 각각 다
른 결과를 내 놓아서 단위근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세 개의 프로그램에서 4개의 검정 결과 몇 총 12개의 검정
중 7개(GDP), 8개(자본스톡)의 검정에서 GDP와 자본스톡이 단위근
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어 단위근이 있다고 판단하였다85). 두 변수
는 1차 차분을 통해서 모든 검정에서 단위근이 없어짐에 따라 1차
적분된 I(1)86) 시계열로 볼 수 있다. ODA금액, 도시화율, 인적자본은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았다
표 11 패널단위근 검정 - GDP(로그)
Method
Statistic
Prob.** Crosssecti
ons
Null: Unit root (assumes common unit root process)
Levin, Lin & Chu t*
0.07331
0.5292
87
Null: Unit root (assumes individual unit root process)
Im, Pesaran and Shin
4.55476
1.0000
87
W-stat
ADF - Fisher Chi-square
151.437
0.8906
87
PP - Fisher Chi-square

160.411

0.7619

87

Obs
3480
3480
3480
3480

85) 사실상 그렇게 지배적인 결론은 아니다. gdp의 경우는 5개가 단위근이 없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이다.
86) I(1)은 1차 적분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안정적이지 않은 시계열
이지만 1차 차분하였을 경우 안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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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패널단위근 검정 - 자본스톡(로그)
Method
Statistic
Prob.** Crosssecti
ons
Null: Unit root (assumes common unit root process)
Levin, Lin & Chu t*
5.85631
1.0000
87
Null: Unit root (assumes individual unit root process)
Im, Pesaran and Shin
8.56337
1.0000
87
W-stat

Obs
3480
3480

ADF - Fisher Chi-square

249.291

0.0002

87

3480

PP - Fisher Chi-square

174.209

0.4813

87

3480

표 13 패널단위근 검정 - 도시화율(로그)
Method
Statistic
Prob.** Crosssecti
ons
Null: Unit root (assumes common unit root process)
Levin, Lin & Chu t*
-45.5585
0.0000
87
Null: Unit root (assumes individual unit root process)
Im, Pesaran and Shin
-66.5261
0.0000
87
W-stat

Obs
3480
3480

ADF - Fisher Chi-square

1587.88

0.0000

87

3480

PP - Fisher Chi-square

1217.40

0.0000

87

3480

표 14 패널단위근 검정 - ODA(로그)
Method
Statistic
Prob.** Crosssecti
ons
Null: Unit root (assumes common unit root process)
Levin, Lin & Chu t*
-10.1717
0.0000
87
Null: Unit root (assumes individual unit root process)
Im, Pesaran and Shin
-10.6883
0.0000
87
W-stat
ADF - Fisher Chi-square
430.789
0.0000
87
PP - Fisher Chi-square

427.945

0.0000

87

Obs
3480
3480
3480
3480

표 15 패널단위근 검정 - 인적자본(로그)
Crosssecti
Method
Statistic
Prob.**
ons
Null: Unit root (assumes common unit root process)
Levin, Lin & Chu t*
-17.5868
0.0000
72
Null: Unit root (assumes individual unit root process)
Im, Pesaran and Shin
-8.03254
0.0000
72
W-stat

Obs
2880
2880

ADF - Fisher Chi-square

805.566

0.0000

72

2880

PP - Fisher Chi-square

449.124

0.0000

72

2880

87

2. 공적분검정
위의 분석에서 사실상 단위근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하
더라도 단위근이 있는 시계열끼리의 공적분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공적분이 존재한다면 두 시계열 간 장기적인 균형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단위근으로 인한 허구회귀의 염려가 없어지기
때문이다.87)
표 16 패널데이터의 공적분검정
Johansen Fisher Panel Cointegration Test
Hypothesized
Fisher Stat.*
Stat.*
Prob. (fromFisher
No. of CE(s) (from trace test)
max-eigen test) Prob.
None
843.3
0.0000
530.2
0.0000
At most 1
444.0
0.0000
276.1
0.0000
At most 2
291.8
0.0000
218.6
0.0001
At most 3
292.4
0.0000
292.4
0.0000
* Probabilities are computed using asymptotic Chi-square distribution.

공적분 결과 1% 이하의 확률로 공적분이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
였다. 그러므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장기적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88).

87) 구자라티 , 계량경제학, pp.907~908,
88) 이는 선행연구 Canning(2004), (Galvao, Antonio
2012) 등 에서도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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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ontes-Rojas, GabrielOlmo, Jose

3. 합동패널분석 결과
생산함수에 자본스톡, 인적자본 투입 모형, ODA 투입 모형, 도시
화율 투입모형, 상호작용항 투입 모형을 설정하고 합동 회귀분석하
였다. 모형 1에 비해 모형 3의 설명력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이전 기수 ODA 총액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7 합동패널분석
구분
상수
Log K(-1)
Log HC(-1)
Log ODA(-1)


( ) 안은T 값

모형1
1.37***
0.77***

모형2
1.77***
0.70***
0.59***

0.77
0.77
*** 1% 유의, **5%유의 , * 10% 유의

모형3
1.8***
0.70***
0.59***
-0.005
0.77

여기서 계수값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로그를 씌웠기 때문에 탄
력성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형 1에서 한 기수 전의 자본이
1% 증가하면 다음 기수 GDP가 0.77% 증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른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탄력성의 값은 줄어듦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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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효과모형
1) 기본 모형 분석
합동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중 더 적합한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서
Chow검정을 수행한 결과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
었다. 또한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분석
하는 하우스만 검정을 한 결과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분
석되었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다.
추정결과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물리적 자본 외에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다. 이는 선행연구와의 비교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는데 선
행연구는 대부분 자본 스톡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투자율을 가지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물리적 자본과 인적자본의 관계는 서로 상호작
용을 하고 있다. 물리적 자본이 증가하면 인적자본이 증가하게 되고
인적자본의 증가는 다시 물리적 자본의 증가를 야기한다. 이러한 선
순환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일부분은 물리적 자본에 포
함되고 물리적 자본의 일부분은 인적자본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러한 관계에서의 적절한 해석은 Canning(2007)이 제안한바 인적자본
의 증가는 자본이 일정한 값으로 고정하였을 경우 인적자본증가의
생산탄력성이다. 다시 말하면 총 물리자본이 동일 할 때 같은 비용
으로 물리자본보다 인적자본을 위해 투자를 하였을 경우 고려되는
탄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총 자본이 고정되었을 경
우 인적자본에만 투자를 한다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과 일맥상통한다.
인적자본에 투자할 경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시차가
필요하다. 모형1에서 3은 인적자본 변수의 1기시차를 구성하였지만
모형 4-6은 인적자본이 5년 후에 총생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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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차를 고려하였을 때 인적자본의 경우 5기의 시차 이후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고정효과 모형
변수
kwok(-1)
kwok(-4)
hc(-1)
odawok(-1)
kwok ×hc

모형1
0.618***

모형2
0.619***

0.027

0.032
0.008



0.546
모형5
0.608***
0.072**

0.533
모형6
0.61***
0.088***

변수
kwok(-1)
hc(-5)
hc(-8)
odawok(-1)
kwok×hc

0.014***

모형3
0.52***
0.08**
0.01**

0.38
모형7
0.60***
0.19***
0.02***



0.50
0.50
*** 1% 유의 **5%유의 * 10% 유의

모형4
0.582***
-0.573***
0.011**
0.061***
0.548
모형8
0.56***
-0.74***
0.02***
0.08***
0.50

인적자본은 시차가 커질수록 계수값이 커졌고 물리적자본은 시차
가 커질수록 그 계수값이 줄어들었다. 인적자본은 한 국가에서 상당
히 중요하지만 바로 생산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다. 오랜시간이 걸
리며 인적자본이 축적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인적자본의 중요성
은 더욱 커진다. 인적자본이 8기시차를 설정하였을때 계수값은 0.19
로 더 커진 반면 물리자본은 계수값이 줄어들었다.
PennWorldTable에서 쓰는 인적자본 변수는 교육의 수익률과 교육
의 평균 연수를 가지고 가중치를 주어 합성한 변수이다. 그러므로
그 숫자는 각 국가의 상대적인 상태만을 나타낼 뿐 절대적인 수치
로 해석이 불가능하다. 가령 미국의 인적자본이 3, 중국은 1.8일 경
우 중국은 미국의 60%의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대안변수를 위해 Barro and Lee(2010)가 제시한 교육연수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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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관련 변수 분석
과거 선행연구들은 5년치 평균으로 성장회계식을 구성하여 탄력성
을 추정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매년의 데이터를 구성하여 장기적
균형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변수들 간의 시간차이에 대한 고려
를 적절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총 교육연수로 분석결과 1년 시차에서는 (-)의 부호를 보이다가 4
년 7년에서 그 크기가 줄어들고 10년 정도의 시차에서 (+) 부호로
전환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은 10년정도의 시간차이를 두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고정효과 모형 - 인적자본-초등교육평균교육년수
구분
kwok(-1)
hc(-1)
hc(-4)
hc(-7)
hc(-10)



모형1
0.63***
-0.03***

모형2
0.62***

모형3
0.62***

모형4
0.613***

-0.03***
-0.006***



0.516
0.487
*** 1% 유의, **5%유의 , * 10% 유의

0.467

0.034**
0.467

만약 교육 변수로 초등교육년수로 분석한다면 11년부터 (+)부호로
전환되고

중등교육년수로 분석한다면 1년시차부터 (+)의 부호를 보

이지만 유의미하지 않게 나오지만 7년부터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이것은 교육의 종류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0 고정효과 모형 - 인적자본-중등교육평균교육년수
구분
kwok(-1)
hc(-1)
hc(-11)
hc(-1)
hc(-7)



모형1
0.66***
-0.06***

모형2
0.61 ***

모형3
0.62***

모형4
0.611***

0.04**
0.002



0.518
0.487
*** 1% 유의, **5%유의 , * 10%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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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0.017*
0.468

3) ODA 지원분야별 분석
ODA 금액을 다음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었다. 도시관련, 비도
시지역관련, 인적자본관련, 정부지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표 21 ODA 목적별 분류
분류

도시
및
인프라투자

비도시지역투자

인적자본

정부지출

코드
140, 14010, 14015, 14020, 14021, 14022,
14030, 14031, 14032, 14040, 14050, 14081,
16030, 16040, 210, 21010 , 21020, 21030,
21040, 21050, 21061, 220, 22010, 22020, 22030,
22040, 230, 23020, 23030, 23040, 23050, 23061,
23062, 23063, 23064, 23065, 23066, 23067, 23068,
23069, 23070, 321, 32110, 32120, 32130, 32140,
32161, 32162, 32163, 32164, 32165, 32166, 32167,
32168, 32169, 32170, 32171, 32172, 322, 32210,
32220, 32261, 32262, 32263, 32264, 32265, 32266,
32267, 32268, 323, 32310, 43030, 730, 73010, 740,
74010, 200, 320
311, 31110, 31120, 31130, 31140, 31150, 31161,
31162, 31163, 31164, 31165, 31166, 31191, 31192,
31193, 31194, 31195, 312, 31210, 31220, 31261,
31291, 313, 31310, 31320, 31391, 43040, 43050,
310
110, 111, 11110, 11120, 11130, 11182, 112, 11220,
11230, 11240, 113, 11320, 11330, 114, 11420,
11430, 120, 121, 12110, 12181, 12182, 12191, 122,
12220, 12230, 12240, 12250, 12261, 12262, 12263,
12281, 15160, 15170, 15261, 16063, 16064, 21081,
23081, 23082, 24081, 31181, 31182, 31281, 31282,
31381, 31382, 32182, 33181, 41081, 41082, 43081,
43082, 700, 720, 72010, 72040, 72050, 100
130, 13010, 13020, 13030, 13040, 13081, 150, 151,
15110, 15111, 15114, 15112, 15113, 15130, 15150,
15151, 15152, 15153, 152, 15210, 15220, 15230,
15240, 15250, 160, 16010, 16020, 16050, 16061,
16062, 23010, 240, 24010, 24020, 24030, 24040,
250, 25010, 25020, 331, 33110, 33120, 33130,
33140, 33150, 332, 33210, 400, 410, 41010, 41020,
41030, 41040, 41050, 430, 43010, 500, 510, 51010,
520, 52010, 530, 53030, 53040, 600, 60010, 60020,
60030, 60040, 60061, 60062, 60063, 910, 91010,
930, 93010, 998, 99810, 9982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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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류방법에 따라 패널분석을 하였다. 도시관련 항목은 꾸준
하게 (+)로 유의하게 발견되었다. 그러나 시차가 2기로 멀어질수록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비도시관련 ODA는 주로 농수산품목에 대한 지원이었다. 이 변수
도 경제성장에 유의미하게 (+)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인적자본은
6기 시차가 날때 유의미하고 부호도 (+)로 나왔다. 정부지출관련
ODA는 (-)를 보여주었고 유의미 하지도 않았다. 이는 정부지출 속에
긴급 구호 등의 ODA 관련 지출 항목이 많아서 자본이 가지는 탄력
성보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작다고 볼 수 있다.
인적자본관련 ODA의 경우 6기시차가 나는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이는 ODA를 지원할 때 교육과 보건분야는 지속적인 시차를
고려하며 해당수원국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분야를 다 합했을 때 모든 ODA 항목이 예상되는 부호와 함
께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표 22 도시관련 ODA 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kwok

0.62***

0.62***

0.59***

0.60**

0.61***

hc

0.08***

0.10***

0.17***

0.07*

0.30***

lx1(-1)

0.02***

lx2(-1)

0.02***
0.014***

lx3(-6)

0.01***
0.007**

lx4(-1)
R squared

0.56

0.56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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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
-0.002**

-0.008**

0.51

0.512

4) ODA CRS분류별 분석
OECD에서는 목적별 코드로 원조를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목적
별 코드로 분석한 결과 모든 부문의 ODA는 정(+)의 부호를 나타냈
다. 부문별로 생산에 영향을 주는 시차는 달랐다. 생산부문은 3기시
차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고 다부문은 2기시차에서 일반
프로그래지원은 2년시차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표 23 CRS분류별 고정효과모형-2
변수
kwok
hc
CRS0

모형(1)
0.610
***
(0.012)
0.124
***
(0.028)
0.013
***
(0.002)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0.611***
(0.013)

0.620***
(0.012)

0.608***
(0.012)

0.610***
(0.014)

0.054
(0.034)

0.158
***
(0.029)

0.138
***
(0.029)

0.139***
(0.033)

0.015
***
(0.003)

CRS1

0.011***
(0.002)

CRS2
CRS3
(-3)
CRS4
(-2)
CRS5(-2)
CRS6
CRS7
CRS9(-2)
Observati
ons
R2
Adjusted
R2
F Statistic
Note:

0.014***
(0.002)
0.015***
(0.002)

2,466

2,424

2,297

2,395

2,116

0.572

0.518

0.590

0.561

0.544

0.555

0.502

0.571

0.543

0.525

1,067.193
*** (df
= 3;
2391)

842.426*
** (df =
3; 2349)

1,066.056 987.429*
*** (df
** (df =
= 3;
3; 2320)
2222)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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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27*
** (df =
3; 2041)

표 24 CRS분류별 고정효과모형-2
변수
kwok
hc

모형(6)
0.592***
(0.014)
0.064*
(0.034)

모형(7)
0.588***
(0.016)
0.224***
(0.037)

모형(8)
0.575***
(0.014)
0.324***
(0.035)

모형(9)
0.610***
(0.013)
0.106***
(0.031)

CRS0
CRS1
CRS2
CRS3
(-3)
CRS4(-2)
CRS5(-2)

-0.004*
(0.002)
-0.005***
(0.002)

CRS6

-0.013***
(0.002)

CRS7
CRS9
(-2)
Observations
R2
Adjusted R2
F Statistic
Note:

2,064
0.508
0.490
685.350***
(df = 3;
1989)

1,512
1,966
0.546
0.536
0.519
0.516
576.340***
728.798***
(df = 3;
(df = 3;
1438)
1891)
*p<0.1; **p<0.05; ***p<0.01

0.004**
(0.002)
1,988
0.562
0.541
819.533***
(df = 3;
1913)

부채나 인도적 지원의 경우 음(-)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지
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ODA부문이다. 부채가 있으면 비
용이 발생하여 장기적인 총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적
지원이 없다면 경제는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경제가 외부충
격이나 급작스런 변화로 침체될 때 인도적지원은 해당경제의 회복
을 도울 수 있는 필수적인 ODA이다.
전체 모든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면 각각으로는 유의미했던 변수
들이 유의미 하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CRS2)
의 경우 일관되게 양(+)의 부호가 나왔다. 인도적지원과 관련된
ODA도 지속적으로 음(-)의 부호가 나왔다. 다른 부문의 ODA는 시
차를 바꿔가면서 조정하면 유의미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측
치가 966개로 원래의 2,952개의 관측치에서 많은 수가 탈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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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별적인 부문별 효과는 견고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전체 변
수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불편추정량이라고 말하
기에는 자료의 견고함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인프라 및 인도적 지원의 경우 일관된 부
호와 유의미한 영향으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원조
부문별 자료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기간이 적어 원조의 부문별지원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원조지원
의 특성상 공여국 및 세계경제상황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원조의 제공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표 25 CRS분류별 고정효과모형-3
kwok
lhc(-5)
CRS0
CRS1
CRS2
CRS3
CRS4
CRS5
CRS3(-3)
CRS4(-2)
CRS5(-2)
CRS6
CRS7
CRS9
CRS9(-2)
Observations
R2
Adjusted R2
F Statistic
Note:

모형(10)
0.538***(0.020)
0.451***(0.067)
0.013***(0.004)
0.023***(0.007)
0.010***(0.003)
0.001(0.005)
-0.002(0.004)
0.002(0.003)

-0.004*(0.002)
-0.012***(0.003)
0.001(0.003)

모형(11)
0.542***(0.020)
0.472***(0.067)
0.017***(0.004)
0.008(0.007)
0.009***(0.003)

-0.001(0.005)
0.003(0.004)
0.002(0.003)
-0.003(0.002)
-0.010***(0.003)

0.004(0.003)
966
966
0.588
0.582
0.543
0.539
115.815*** (df = 11;
113.209*** (df = 11;
893)
894)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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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패널문턱모형 추정결과

1. 모형(1) 문턱변수 = 도시화율
1) 자본생산탄력성 - 87개국가
87개 국가를 대상으로 자본탄력성을 설정한 모형을 분석하였다.
처음에는 도시화율이 39.94%에서 10%의 내에서 유의미하게 분석되
었다. 2개의 문턱을 테스트 하였을 경우 2개의 문턱이 있다는 근거
는 없었다.
표 26 모형(1) 자본생산탄력성

단일문턱검정
F
P-value

107.0814
0.08
104.3343 118.5912

(10%, 5%, 1% Critical Value)

140.7948

이중문턱검정
F
P-value

52.23071
0.22
73.47403 89.96522

(10%, 5%, 1% Critical Value)
문턱



Estimate(도시화율%)
3.687453
(39.94298%)
4.331904

117.0596
95% 신뢰구간
[3.570434 3.70256]
[4.318328 4.334778]

(76.08902%)

체제종속변수

Coefficient estimate

체제1 kwok
체제2 kwok

0.70
0.72

체제독립변수

Coefficient estimate

odawok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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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S
SE
0.008
0.008
OLS
SE
0.01

White
SE
0.01
0.01
White
SE
0.01

T-value
58.19***
65.10***
T-value
2.54***

도시화가 평균적으로 39.94%이상이 되면 평균적으로 0.7에서 0.72
로 0.02%의 자본탄력성이 증가한다. 이 숫자 자체 크기의 의미보다
주목해야할 것은 도시화율에 따른 자본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다. 도시화에 따라 자본탄력성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림 23 첫 번째 문턱(좌) 두 번째 문턱(우)

① 인적자본의 증가 - 패널분석
도시화와 인적자본은 많은 관련이 있다.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곳
에서 지식과 기술의 스필오버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의 교육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도시지역은 농촌지역의 여성보다 교
육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도시화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인적자본의 축적이 더
잘 일어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인적자본 변수로 두고
도시화와 물리적 자본과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으로 패널 분석을
해보면 도시화와 물적자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시화는 가장 큰 계수값을 보였고 그 다음은 물리적 자본,
그 후 ODA 금액으로 설명되었다. ODA 총액을 독립변수로 추가하
였을 경우 (-) 부호가 나왔다. 이는 ODA의 다른 부문 금액도 합쳐져
과다 측정되었기 때문에 부호가 예상과는 반대로 나왔다. 이를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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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목적별 코드에서 교육과 보건관련 ODA 부문만 추려서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적어도 3기 시차 후에 인적자본이 증가함을
보였다. 교육이나 보건은 인적자본으로 체화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
리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적 자본의 증가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ODA는 그 결과가 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 도
시화가 일어나면 인적자본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다시 물리적 자본
의 생산성 증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27 인적자본 구성
구분

모형1

모형2

kwok(-1)

0.032***

0.035***

urban(-1)

0.402***

0.394***

odawok(-1)

-0.035***

x31(-3)

0.008***



0.560

0.536

*** 1% 유의, **5%유의 , * 10% 유의

그림 24 도시화와 여성교육년수와의 관계(2009)
자료 : www.gapmind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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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인적자본의 증가 - 패널문턱분석
인적자본이 도시화에 따라 증가할 경우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
되면 물리적 자본이 인적자본의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만약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포착된다면 도시화를 통
한 인적자본의 축적 이후 다시 물리적 자본의 생산성의 강화라는
매커니즘이 설명된다.
분석결과 40.85%에서 문턱이 측정되었으며 인적자본축적의 물리
적자본탄력성이 증가하였다. 다시 말하면 도시화가 40%이상 진행된
다면 물리적 자본이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탄력성도 높
아졌다. 도시화가 일어나면 동일한 수준의 학교 교육을 이룩하기 위
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농촌에 학교를 하
나 세우는 것보다 한 학교가 도시 지역에 세워졌을 때 더 많은 사
람들이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계비용의 감소
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동일한 물리적 자본을 투입
한다하더라도 물리적 자본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어 성장탄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화가 진행된다면 인적자본의 축적의
기회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인적자본이 증가하면 물리적 자본의 탄
력성도 높아지게 된다.
표 28 인적자본(종속변수)에 미치는 물리적 자본의 영향

단일문턱검정
F
P-value
(10%, 5%, 1% Critical Value)
문턱
Estimate(도시화율%)

3.71 (40.85%)
체제종속변수
체제1 kwok
체제2 kwok
체제독립변수
odawok
urban

216.80
0
86.988 94.58 133.6
95% 신뢰구간
3.684244 3.706597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0.08
0.005
0.008
0.10
0.005
0.007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0.024
0.003
0.004
0.06
0.009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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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alue
10.30***
12.81***
T-value
-5.60***
5.46***

➂ 복잡성의 증가 – 패널 분석
인구가 모여들어 도시화가 진행되면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 민
족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뿐만 아니라 재화의 다양성도 증대된
다. 실제로 가장 가난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수도 카불은 230만명이
살고 있지만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물건은 다 찾
을 수 있다. 99.9%가 무슬림인 국가에서 금기시되는 돼지고기까지
구할 수 있다89).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재화를 생
산하고 소비하며 다양한 상품들이 모여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을 수
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상 경제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Ricardo Hausmann and Cesar Hidalgo et al.(2010)은 현대사회에서
한 국가의 부는 생산적인 지식에 의해서 견인된다고 주장하였고 이
러한 생산적인 지식은 조직이나 시장과의 연결을 통해 다른 지식의
집단들끼리 만나고 다시 뭉쳐지는 과정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재화와 시장의 복잡성 그물은

생산적인 지식을 쌓는 동전

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 동일한 소득을 가진 국가 중 복잡성이 큰
국가가 더 빨리 성장한다고 설명하였다.
도시화와 복잡성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결정계수가 0.35 도시
화율의 변수계수값이 0.028이 나왔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복잡성
지수가 증가하였다. 도시화가 진행되면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고 복
잡성이 증가하면 같은 크기의 자본90)이라 하더라도 복잡성의 정도
에 따라 생산의 자본탄력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91).
89) 실제 연구자가 2006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였을 때 확인하였다.
90) 모든 자본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
91) Ricardo Hausmann and Cesar Hidalgo et al는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복잡성
이라는 개념이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재화의 종류와 그걸 만드는 국가와의
관계로 수식을 계산한다. 자본은 돈으로 환산하면 모두 같지만 사용되는 용처에 따라
서 그 복잡성지수를 통과하면 다른 변수가 된다. 이러한 계산으로 자본의 종류에 따
라 복잡성의 그물을 거칠 때 재화를 만드는 재료로서의 역할과 사용빈도는 달라진다.
가령 땅콩 10만개와 반도체의 가격이 같지만 그 용처는 매우 다르며 그것으로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 또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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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복잡성과 도시화 관계
표 29 도시화와 복잡성 회귀분석
Y 절편
도시화율
r square

계수
-1.60615
0.028646

표준 오차
0.22004
0.003598

t 통계량
-7.29936
7.96059

P-값
3.66E-11
1.18E-12

0.35

2) 자본생산탄력성 - 지역별 분석
도시화의 과정이 국가마다 다르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의 특이성과 다른 지역별 특성이 유의미한 변수로 여겨지고 있
으며 비슷한 경제상황과 정치상황을 공유하는 지역별 국가들 내에
서는 솔로우의 수렴현상이 일어난다. 솔로우의 절대수렴가설은 근거
가 희박하지만 지역별로 조건적 수렴현상을 뒷받침한다. 지역별로
경제규모나 경제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나
눈 뒤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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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UN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라 기초하되 분석상의 용이함과
자료 수집의 용이함 그리고 선행연구92) 등을 참조하여 6개 지역으
로 구성하였다. 6개 지역은 아메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총 6개 지역으로 나누었다. 지역
을 나누는 기준은 문화와 언어가 비슷한 동종 지역은 경제구조나
여타조건이 비슷할 것이라 여겨 같은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26 지역별 분류
표 30 지역별 2010년 기준 도시화율 기술통계량
region
Africa
America
Middle East
North Africa
South Asia
South East Asia

avg
37.69838
65.75259
69.236
63.71467
28.87671
43.1655

std.dev
16.52943
20.42991
14.18126
5.283022
9.096562
15.60806

max
85.697
94.414
87.183
67.526
39.984
70.912

min
10.641
9.092
43.019
57.684
16.822
19.81

max
38606
49772.38
79222.53
25912.79
48081.99
35352.3

min
967.639
1055.664
17346.9
13194.21
3221.869
4416.383

표 31 지역별 2010년 기준 GDP 기술통계량
region
Africa
America
Middle East
North Africa
South Asia
South East Asia

avg
6954.689
22492.65
36559.98
19644.91
15358.97
12843.3

std.dev
8093.148
11994.56
20641.18
6361.257
15421.53
10011.34

92) Williams, Donald C., "Global Urban Growth : A Reference Handbook," Global Urban
Growth : A Reference Handbook, Book (Santa Barbara, Calif: ABC-CLI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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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지역별 국가 분류
지역

수위도시 100만 이하국가

Africa

Gambia,Burundi, Djibouti,
Gabon, Malawi, Central
African Republic, Benin,
Mauritania, Togo,
SierraLeone, Niger,
Botswana, Comoros,
Lesotho, Mauritius,
Swaziland, DRCongo

America

Middle
East

Barbados, Belize,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Jamaica

수위도시 100만 이상 국가
Chad, Rwanda, Mozambique,
Liberia, Congo, Uganda,
Zambia, BurkinaFaso,
Zimbabwe, Guinea, Mali,
Madagascar, Ghana,
Cameroon, Senegal, Ethiopia,
Kenya, Tanzania, Cote
d'Ivoire, Angola, Sudan,
Nigeria
Mexico, Brazil, Argentina,
Peru,
Colombia, Chile, Venezuela,
Dominican Republic,
Guatemala, Ecuador,
Paraguay, Bolivia, Uruguay,
Panama, Costa Rica, El
Salvador, Honduras
Egypt, Iran, Iraq, Lebanon,
Turkey, Syria, Jordan

Oman

North
Africa

Algeria, Morocco,

Tunisia

South
Asia

Bhutan, Maldives, Sri
Lanka

Afghanistan, India, Pakistan,
Nepal

South
East
Asia

Fiji, Laos

Cambodia,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① 서브 사하라 아프리카 지역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은 30개국가가 포함되며 분석결과 도시
화율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의 자본탄력성이 증가하였다. 아프리카에
서는 세개의 문턱이 존재하였는데 16,24%, 27.5%, 40.52%이다. 아프
리카 지역의 도시화는 슬럼가 출현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
지만 부족한 자본으로 인해 적절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도양과 아틀란타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고 매년 2.5%의 인구가 늘
고 있는 지역이다. 여성 한명당 출산율은 4.7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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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높은 편이며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가 되지 않은 지역 중 한 곳
으로 평균 38%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다.(Oyugi and K’Akumu
2007: 95)
아프리카에서 도시화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00년에
서 2005년 사이 매년 3.3%의 도시화율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아프리
카의 빠른 도시화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극명한 삶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서비는 도시 지역 외에서는 제공받
을 수 없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프리카에서 좋은 병
원과 교육, 포장된 도로 등의 인프라 시설의 헤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열대성 기후와 사막의 영향으로 농촌에서 적절한 수입이 보
장되지 않으며 종족간 전쟁,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사람들은 농촌에
서 떠나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수단, 소말리아, 코트디부어, 콩고민
주공화국의 최근 도시화의 상승은 이러한 내전의 이유가 매우 크다.
과거에는 라이베리아 챠드, 시에라리온 앙골라 모잠비크 등의 국가
가 내전으로 도시화의 과정을 겪어야 했다.93) 이러한 난민들에게 도
시는 탈부족화된 공간(Wallerstein 1965: 473).으로 여겨졌으며 새로운
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였
다.
아프리카의 도시화는 한 수위도시로의 집중이 특징이다. 해변가에
위치한 도시들은 상업과 무역 산업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로 집중되
고 있다. 그로 인한 도시 빈민들은 급증하고 있으며 적절한 인프라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수위도시 집중율은 도
시인구의 절반정도이고 이는 3분의 1인 아시아 4분의 1인 라틴아메
리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93) Williams, Donald C., "Global Urban Growth : A Reference Handbook," Global Urban
Growth : A Reference Handbook, Book (Santa Barbara, Calif: ABC-CLI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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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모형(1) 자본생산탄력성 - 아프리카 지역

(10%,

(10%,

(10%,
문턱





단일문턱검정
F
253.3712
P-value
0
5%, 1% Critical Value)
89.16363 101.5403 149.439
이중문턱검정
F
155.7279
P-value
0.0
5%, 1% Critical Value)
68.09772 89.69884 130.5939
삼중문턱검정
F
215.0215
P-value
0.0
5%, 1% Critical Value)
41.78761 48.36479 55.99354
Estimate(도시화율%)
95% 신뢰구간
3.70 (40.52%)
[3.687453 3.705761]

체제종속변수
체제1 kwok
체제2 kwok
체제3 kwok
체제4 kwok
체제독립변수
odawok

2.78 (16.24%)

[2.7583 2.804753]

3.314 (27.5%)
[3.10499 3.327658]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T-value
0.57
0.01
0.02
29.42***
0.61
0.01
0.02
34.78***
0.59
0.01
0.02
34.9***
0.64
0.01
0.02
40.0***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T-value
0.02
0.009
0.014
1.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도시 지역 외에는 대부분의 기초적
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들다. 도시지역에 원조를 지원하고 자본을
집중하는 것이 전체 국가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길이 된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으로 집중할수록 자본탄력성은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늘 손으로 밀을 빻던 농촌의 여성들이 도시지역의 기계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시간이 절약되고 남는 시간에 교육 등의 다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는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된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화
의 모습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인구의 집중은 외부불경제를 유발한
다.

37.5~40%의 도시화 체제에서는 자본탄력성이 잠시 떨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해당 국가에서 일어난 전쟁과 에이즈 등의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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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도시화가 진행되면
자본탄력성도 증가한다.
② 중동 지역
중동지역에 속해있는 석유기반경제의 국가들의 도시화율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오만의 경우 1980년대 47%였던 도시화
율이 지금은 75%가 넘을정도로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빠른
도시화율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물자원 부족, 교통인프라 부족,
관계시스템 부족, 상하수도 시스템 부족, 전력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서 이라크의 전쟁으로 주변국가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으로 50만명이상의 사람들이 피신하였고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시
리아내전으로 주변 터키,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등에서는 390만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이 발생하였다94). 현재 중동의 최대문제는 전쟁
과 난민 그리고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이다. 특히 현재 IS사
태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수많은 전쟁 피난민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원조지원에 앞서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은 것
이 현실이다.
표 34 모형(1) 자본생산탄력성 - 중동 지역
단일문턱검정
F
51.72871
P-value
0.12
(10%, 5%, 1% Critical Value)
52.73662 67.559 87.29374
문턱
Estimate(도시화율%)
95% 신뢰구간

4.32 (75.19%)
[4.325271 4.331904]
체제종속변수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T-value
체제1 kwok
0.67
0.03
0.04
15.37***
체제2 kwok
0.64
0.03
0.04
14.79***
체제독립변수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T-value
odawok
-0.03
0.01
0.015
-1.76

현재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요르단 및 레바논, 터키 내의
시리아 난민촌에는 해외 원조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94) UNHCR,http://data.unhcr.org/syrianrefugees/regiona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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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래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슬럼
지역의 형성이 문제가 되었고 특히 이집트는 사람들과 난민들이 운
하 수로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목욕하거나 산업폐수를 흘려보낸다.
늘어나는 자동차는 공기오염을 증가시키고 혼잡을 발생시킨다.
문턱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유의미한 문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
록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문턱수준은 도시화율 75.19%로
그 이상이 되면 자본탄력성이 감소하는 것이 보였다.
③ 남아시아지역
남아시아의 국가들은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인구규모가 1
억 명 이상의 국가들이 몰려있다. 백만 명 이상의도시가 60개, 10만
이상의 도시는 400개 이상이다. 총 인구는 14억 명을 능가하는 지역
이다. 이 지역의 가장 큰 수위도시의 도시화 속도는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1~5백만 명 크기의 도시들은 2.5%의 도시성장률을 보여주며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공해와 혼
잡비용,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 비용 등의 이유 때문에 작은 도시로
의 이주를 선택한다.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대부분의 도시민들은 슬
럼가로 빠지게 된다. 인도에는 1억명 이상의 슬럼 거주자들이 있으
며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쉬도 아주 높은 비율로 도시 빈민자가 거주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2001년 도시인구의 85%인 3천만명이 슬럼
가 거주민이었고 파키스탄은 35백만명으로 도시인구의 74%의 사람
들이 슬럼가에 거주하였다.
패널문턱분석결과 문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지만 낮은 수
준에서 도시화율의 문턱수준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문턱수준을 초과
하는 체제에서는 자본탄력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급
속한 슬럼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 지역은
특이하게도 자본탄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고 ODA 금액
도 (+) 부호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여기 지역에서의 ODA는 효과
가 있다는 것이다. 자본의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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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 서비스업 기여율이
90%이며 서비스업 종사자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매년 평균 5.8%로
인도 내에서 가장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산업이다. 인도지역의 높은
생산성은 IT 기반의 하이테크 정보서비스에서 기인한다.
표 35 모형(1) 자본생산탄력성 - 남아시아 지역
단일문턱검정
F
P-value

46.60659
0.55

(10%, 5%, 1% Critical Value)

92.91416 118.1879 140.6292

문턱


체제종속변수
체제1 kwok
체제2 kwok
체제독립변수
odawok

Estimate(도시화율%)
95% 신뢰구간
3.26 (26.48%)
3.257481 3.271127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T-value
0.94
0.03
0.04
24.26***
0.90
0.03
0.03
26.75***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T-value
0.033
0.01
0.013
2.48547

④ 북아프리카의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은 문턱수준이 도시화율 62.18%에서 분석되었으
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1인당 자본탄력성 계수 값은 유의미하게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아프리카의 자본탄력성이 튀니지, 모로
코 지역의 급격한 슬럼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들 지역은 교통,
관계 수로 전기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슬럼지역의 출현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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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모형(1) 자본생산탄력성 - 북아프리카 지역
단일문턱검정
F
42.72193
P-value
0.38
(10%, 5%, 1% Critical Value)
109.4111 114.4744 133.4272
문턱
Estimate(도시화율%)
95% 신뢰구간

4.13 (62.18%)
4.10036 4.143817
Coefficient
OLS White SE
체제종속변수
T-value
estimate
SE
체제1 kwok
0.558
0.04
0.04
13.10***
체제2 kwok
0.573
0.04
0.04
13.48***
Coefficient
OLS White SE
체제독립변수
T-value
estimate
SE
odawok
0.06
0.019
0.018
3.48***

⑤ 동남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은 도시화 문턱수준은 15% 정도로 유의하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턱변수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그들의 농업중
심 생산구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유럽의 식민지배의 경험
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독립이후 각 나라의 성장경로는
너무나 달랐다. 이 지역의 전체 도시화율 평균은 38%—분석 대상 국
가들의 평균은 43%이다—이며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3
개국만 도시화율이 50%를 능가한다. 이지역의 빠른 도시화속도는
많은 슬럼가를 양산했는데 지속적인 정부정책의 노력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상당수가 줄어들었지만95) 캄보디아는 여
전히 높은 슬럼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도시의 슬럼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 없이는 도시화에 따른 자본 증가를 담보할 수 없다. 따
라서 이 지역은 도시화에 따른 슬럼화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ODA 지원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95) UN HABITA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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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모형(1) 자본생산탄력성 - 동남아시아 지역

단일문턱검정
F
P-value
(10%, 5%, 1% Critical Value)
문턱
Estimate(도시화율%)

2.71 (15%)
체제종속변수
체제1 kwok
체제2 kwok
체제독립변수
odawok

163.833
0.01
116.2 140.57 158.12
95% 신뢰구간
2.669933 2.770712

Coefficient estimate OLS SE
0.68
0.017
0.73
0.016
Coefficient estimate OLS SE
-0.04
0.01

White SE
0.017
0.016
White SE
0.016

T-value
40.31***
46.35***
T-value
-2.81554

⑥ 아메리카 지역
아메리카지역은 멕시코부터 캐리비안 지역의 군도들을 다 합하고
약 6억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1960년에서 1990년까지
이 지역의 인구는 두 배로 증가하였지만 현재는 그 증가세가 줄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과테말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같은 농촌지
역, 미개발지역은 2%의 인구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들은 1960년대의 절반이하의
출산율로 떨어졌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가장 도시화율이 높은
데 평균 77%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표 38 모형(1) 자본생산탄력성 - 아메리카 지역

단일문턱검정
F
P-value
(10%, 5%, 1% Critical Value)
문턱
Estimate(도시화율%)

3.41 (30.26%)
체제종속변수
체제1 kwok
체제2 kwok
체제독립변수
odawok

274.2268
0.00
95.19 116.7 183.7
95% 신뢰구간
2.669933 2.770712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1.01
0.02
0.03
0.93
0.02
0.03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0.016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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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alue
30.14***
30.33***
T-value
1.54644*

3) 자본생산탄력성 - 1백만 이상 도시 없는 국가(2010)기준
어떤 지역에서는 도시화에 따라 자본탄력성이 증가하지만 어떤 지
역은 그렇지 않다. 어떤 지역의 도시화가 인적자본(교육 및 건강 포
함)과 경제의 복잡성에 영향을 준다면 이미 다양성이 충분이 보장된
도시를 가진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도시화의 효과는 수확체감할 것
이다.
이 분석을 위해서 1백만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가지는 도시가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분리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1백만 이
상의 인구규모의 도시가 있는 국가에서는 문턱이 유의미 하지 않았
고 1백만 이상의 도시가 없는 국가에서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본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 국가 내에서 백 만명 이상의 인구규모를 가진 도시가 있는 곳
은 도시화에 따른 자본탄력성의 증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
나 아직 도시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도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본탄력성이 증가하였다.
표 39 1백만이상도시 보유 국가

단일문턱검정
F
P-value
(10%, 5%, 1% Critical Value)
문턱
Estimate(도시화율%)

3.80 (44.70%)
체제종속변수
체제1 kwok
체제2 kwok
체제독립변수
odawok

45.86225
0.53
87.59 103.62 152.52
95% 신뢰구간
3.78278 3.826313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0.80
0.01
0.016
0.78
0.009
0.014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0.002
0.0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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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alue
49.05***
54.49***
T-value
-0.32

표 40 1백만이상도시 미보유 국가

단일문턱검정
F
P-value
(10%, 5%, 1% Critical Value)
문턱
Estimate(도시화율%)

3.62 (37.4%)
체제종속변수
체제1 kwok
체제2 kwok
체제독립변수
odawok

122.3692
0.04
82.50 95.95 177.3556
95% 신뢰구간
3.610566 3.630588

Coefficient estimate OLS SE
0.76
0.01
0.78
0.01
Coefficient estimate OLS SE
0.03
0.01

White SE
0.01
0.01
White SE
0.01

T-value
61.16***
62.71***
T-value
3.00***

그림 27 1백만이상 도시 미보유 국가

4) 자본생산탄력성 - 인적자본 변수 추가모형 72개국
인적자본을 추가하고 패널 문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인적자본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 요인이고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 투입과 산출이 서로 맞물려 상호작용한다는 말이다. 인적자본은
PennWorldTable에서 제공하는 인적자본 데이터와 Barro(2010)가 계산
한 교육연수 두 가지를 넣어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인적자본의 효
과가 나타나는데 시차가 걸린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 3기시차에서
가장 유효하였기에 3기 시차를 주었다.
분석결과 인적자본이 추가된 모형에서도 도시화가 높아질수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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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문턱변수가 18.54%로
측정되었으며 인적자본이 고려되었을 경우 도시화의 문턱수준이 더
낮아진다. 즉 생산에 대한 물리적 자본 탄력성은 도시화가 40%이상
일 때 일어나지만 인적자본이 고려된 모형에서는 훨씬 더 낮은 수
준의 도시화 정도에서도 탄력성 증가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것은 물리적 자본만아니라 인적 자본까지 함께 국가에서 고려하여
투자를 하면 낮은 도시화에서도 자본탄력성의 증가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인적자본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표 41 모형(1) 인적자본 변수 추가 72개국

단일문턱검정
F
P-value
(10%, 5%, 1% Critical Value)
문턱
Estimate(도시화율%)

2.92 (18.54%)
체제종속변수
체제1 kwok
체제2 kwok
체제독립변수
odawok
hc

Coefficient estimate
0.61
0.64
Coefficient estimate
0.008
0.149

209.5497
0
86.84 99.63 153.68
95% 신뢰구간
2.92 2.92
OLS SE
0.01
0.01
OLS SE
0.006
0.038

White SE
0.017
0.016
White SE
0.008
0.049

T-value
34.52***
40.02***
T-value
1.00
3.018***

5) ODA생산탄력성 - 87개국
도시화에 따른 ODA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한 개의 문턱이 존재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ODA는 도시화율이 18.66%이하일 때는 ODA
탄력성이 유의미 하지 않다가 도시화율이 18.66%를 넘어서면 유의
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시화율이 ODA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적으로 도시화율이 18.66%
이상이 될 때 ODA의 탄력성은 유효한 효과를 가지며 영향력은 더
욱 더 커진다. 경제성장의 ODA 탄력성은 기대한 바대로 도시화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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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높아졌고 도시화율이 19.66%보다 낮은 곳에서는 ODA의
부호는 (-)로 나타났다. 도시화율이 높아질수록 ODA가 전체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이중
문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림 28 첫 번째 문턱(좌) 두 번째 문턱(우)
표 42 모형(2) ODA생산탄력성
단일문턱검정
F

119.1341

P-value

0

(10%, 5%, 1% Critical Value)

93.76883 110.1575 167.358

이중문턱검정
F

48.28615

P-value

0.49

(10%, 5%, 1% Critical Value)

99.30976 110.6415 149.2153

문턱

Estimate(도시화율%)

95% 신뢰구간



2.925953 (18.66%)

[18.16% 19.77%]

체제종속변수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T-value

체제1 odawok

-0.015054

0.007

0.009

-1.617147

체제2 odawok

0.027

0.006

0.008

3.339***

OLS SE

White SE

T-value

0.007

0.010

65.177***

체제독립변수 Coefficient estimate
kwok

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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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DA생산탄력성 - 인적자본 추가 72개국
인적자본은 추가한 모형에서도 동일한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문
턱수준도 인적자본이 추가된 것과 그렇지 않은 모형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표 43 모형(2) ODA생산탄력성_인적자본추가
단일문턱검정
F
116.23
P-value
0.06
(10%, 5%, 1% Critical Value)
84.8787 120.9886 131.6183
이중문턱검정
F
65.20
P-value
0.15
(10%, 5%, 1% Critical Value)
99.30976 110.6415 149.2153
문턱
Estimate(도시화율%)
95% 신뢰구간

2.92(18.66%)
[2.925 2.925]
체제종속변수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T-value
체제1 odawok
-0.023
0.012
0.019
-2.25***
체제2 odawok
0.026
0.006
0.008
2.10***
체제독립변수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T-value
kwok
0.71
0.011
0.02
36.13***
hc
0.11
0.03
0.05
2.18***

2. 모형(2) 문턱변수 = 자본
문턱변수로 이전기수 자본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자본생산탄력
성은 점점 줄어들었다. 세개의 문턱변수가 추정되었지만 2번째 문턱
과 3번째 문턱수준의 신뢰구간이 겹쳐 신뢰성을 보유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두 개의 문턱을 가진다고 해석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
도시화가 고려되지 않는 자본의 증가는 한계수확체감현상을 나타
냈으며 솔로우의 가정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자본이 적은 국가
에서는 빠른 속도의 성장률을 보여 결국 따라잡기 현상이 일어나
세계각국은 수렴한다는 것이다. 첫 번재 문턱수준은 1인당 2,808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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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로 나타나며 두 번째 문턱은 약 5만 달러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형이 가지는 변곡
점은 큰 의미가 없을수도 있겠으나 도시화 효과 없는 자본의 단순
증가는 수확체감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표 44 모형(3) 자본생산탄력성_인적자본추가

(10%,

(10%,

(10%,
문턱





단일문턱검정
F
P-value
5%, 1% Critical Value)
이중문턱검정
F
P-value
5%, 1% Critical Value)
삼중문턱검정
F
P-value
5%, 1% Critical Value)
Estimate(도시화율%)
7.940494

체제종속변수
체제1 kwok
체제2 kwok
체제3 kwok
체제4 kwok
체제독립변수
odawok
hc

10.84055

119.97
0.07
109.62 124.59 143.83
147.49
0
72.86 86.57 117.27
231.57
0
48.17 57.59 69.78
95% 신뢰구간
7.940494 7.940494
10.83563 11.04386

11.04386
11.00108 11.07789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T-value
0.948
0.015
0.02
47.39
0.877
0.012
0.016
54.79
0.860
0.011
0.015
55.91
0.842
0.011
0.014
56.36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T-value
0.027
0.036
0.044
0.6
-0.021
0.007
0.007
-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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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형(3) 문턱변수 = GDP
1) 87개국 대상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ODA탄력성이 자본탄력성보다 높음을 확
인하였다.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솔로우 모형
에서의 수렴가설에 따른 해석이다.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매우 높다. 그러므로 자본의 한계생산성보다는 ODA
의 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ODA의 목적이 해당 수원국의 생
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수원국의 긴급 구호, 지속적 빈곤
감축 등과 같은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이 낮은 국가에 다
양한 목적의 원조가 배분될 확률이 높다. ODA의 구성항목이 생산함
수에서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의 항목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액을 독립변수로 분석 하였을 경우 해당수원국에서 자본
이 고정되었을 경우의 ODA가 증가하는 것은 자본이 증가하는 것
보다는 생산에 대한 탄력성이 작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ODA를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우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하되 필요한 긴급구호나 다른
인도적 차원의 원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해석은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해외원조에 원조 사용에
대한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GDP가 높은 나라들
은 자국의 발전의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조라는 자원
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
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GDP가 높은 국가에서는 원
조도 자본탄력성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문으로 사용할 가
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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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모델 3_GDP에 따른 ODA탄력성

(10%,

(10%,

(10%,
문턱





단일문턱검정
F
690.59
P-value
0
5%, 1% Critical Value)
90.31546 103.3303 114.8853
이중문턱검정
F
675.6029
P-value
0
5%, 1% Critical Value)
71.15038 82.56827 102.9701
삼중문턱검정
F
1599.895
P-value
0
5%, 1% Critical Value)
44.13656 57.54343 69.25539
Estimate(GDP)
95% 신뢰구간
7.847733 (2559.924)
[7.8363 7.864742]

체제종속변수
체제1 odawok
체제2 odawok
체제3 odawok
체제4 odawok
체제독립변수
kwok

9.166341 (9569.546)
10.17 (26108.08)
Coefficient estimate
-0.136
-0.025
0.0549
0.149
Coefficient estimate
0.466

[9.159128 9.176765]
[10.09646 10.19141]
OLS SE White SE
T-value
0.005
0.009
-15.06***
0.004
0.007
-3.67***
0.004
0.006
8.60***
0.005
0.007
20.44***
OLS SE White SE
T-value
0.008
0.012
38.28***

그림 29 GDP에 따른 ODA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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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자본 추가 -72개국
인적자본을 추가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표 46 모델 3_이전기수 GDP_인적자본추가
단일문턱검정
F
P-value
(10%, 5%, 1% Critical Value)
2중문턱검정
F
P-value
(10%, 5%, 1% Critical Value)
3중문턱검정
F
P-value
(10%, 5%, 1% Critical Value)
문턱
Estimate(GDP)

7.233 (1380)



체제종속변수
체제1 odawok
체제2 odawok
체제3 odawok
체제4 odawok
체제독립변수
kwok
hc

9.166398 (9566)
10.31664 (30231)
Coefficient estimate
OLS SE
-0.12
0.005
-0.015
0.004
0.049
0.004
0.14
0.01
Coefficient estimate
OLS SE
0.50
0.01
0.25
0.03

475.45
0
67.05 73.452 104.53
395.95
0
61.06 69.73 94.44
1012.22
0
39.9 44.1 56.6
95% 신뢰구간
[7.723396 7.737165]
[9.160651 9.228341]
[10.30378 10.32591]
White SE
T-value
0.01
-11.88***
0.007
-2.12**
0.007
6.83***
0.01
14.04***
White SE
T-value
0.01
39.71***
0.03
7.29***

3) GDP에 따른 자본탄력성의 변화-72개국
GDP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자본탄력성도 함
께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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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모델 3_이전기수 GDP
단일문턱검정
F
P-value
(10%, 5%, 1% Critical Value)
2중문턱검정
F
P-value
(10%, 5%, 1% Critical Value)
3중문턱검정
F
P-value
(10%, 5%, 1% Critical Value)
문턱
Estimate(GDP)

7.756223




9.181954

698.39
0
63.92 78.03 86.21
699.889
0
61.59 67.73 72.34
1703.392
0
33.20 39.27 59.97
95% 신뢰구간
7.723396 7.837541
9.181954 9.181954

9.864119
체제종속변수 Coefficient estimate
체제1 kwok
0.35
체제2 kwok
0.43
체제3 kwok
0.47
체제4 kwok
0.5
체제독립변수 Coefficient estimate
odawok
-0.005
hc
0.18

9.864119 9.864119
OLS SE White SE
T-value
0.01
0.01
27.69***
0.009
0.01
36.52***
0.008
0.01
43.52***
0.008
0.01
48.24***
OLS SE White SE
T-value
0.004
0.005
-1.1
0.02
0.03
4.99***

4. 모형(4) 문턱변수 = ODA규모
1인당 ODA를 문턱변수로 설정하였을 경우 유의미한 문턱은 발견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ODA 총액으로 문턱변수를 설정하였을 경우
문턱수준은 약13억 달러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한 국가가 받는 총액
금액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총 87개국 중 43개국이었다. 1억
3천만달러 이상 받는 국가들은 ODA가 양(+)의 부호이지만 유의미
하지는 않았고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은 (-)로 1% 수준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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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모델 4_ODA 문턱검정

단일문턱검정
F
P-value
(10%, 5%, 1% Critical Value)
문턱
Estimate(ODA)

7.86(1337709364)
체제종속변수
체제1
odawok
ODA 체제2
체제독립변수
1인당 자본
노동인구

49.79
0.04
33.91 45.24 62.52
95% 신뢰구간
7.78 7.86

Coefficient estimate

OLS SE

White SE

T-value

-0.17

0.006

0.007

-2.40***

0.008
Coefficient estimate
0.75
0.21

0.006
OLS SE
0.007
0.008

0.007
White SE
0.01
0.01

1.05
T-value
74.41
16.05

5. 모형(5) ODA분배 정도에 따른 성장
ODA총액이 독립변수로 통제되고 있을 때 ODA 수여횟수로 나눈
평균은 경제성장과 음(-)의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ODA
수여 횟수가 독립변수로 포함될 때에는 다른 독립변수들은 유의 하
지 않았다. ODA는 작은 규모로 분절화 되었을 때 보다는 통합되어
지원하는 것이 해당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더 좋을 것이다. 수원국에
서 선택가능한 사업에 대한 옵션이 커져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표 49 ODA 분절화 분석
자본
ODA 총액
분산

Estimate
0.32075
0.024611
0.007417

Std. Error
0.017934
0.009557
0.0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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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alue
17.8851
2.5752
2.6343

Pr(>|t|)
< 2.2e-16
0.01011
0.008515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는 내생적 성장이론을 근간으로 도시인구규모에 따른 자본
과 해외원조의 탄력성의 변화에 대해 파악하였다. 세계 평균적으로
도시화율이 약 40%를 능가하였을 경우 평균적으로 생산에 대한 자
본 탄력성이 증가함을 밝혔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내생적성장이론

에서 제시한 것처럼 인적자본의 증가가 결국에는 물리적 자본의 한
계생산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줄여주게 되어 자본생산탄력성을 증가
시킨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적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인적자본의 축적은 도시화에 의해 40%가량 설명된다. 교육이나
보건에 대한 ODA지원은 적어도 3기 시차를 보이며 인적자본 축적
에 기여하였다. 인적자본과 물리적 자본과의 회귀분석에서는 도시화
율이 40%가 넘으면 기울기가 증가하여 물리적자본의 인적자본에 대
한 영향력이 더 커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도시화는 인적자본의
증가에 기여하게 되고 이로써 물리적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또 도시화가 진행되면 경제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된다. 복잡성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같은 소득수준의 국가 내
에서도 다양한 재화를 생산하며 경제적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더욱 더 빠른 성장을 보이게 된다. 그
러므로 도시화가 복잡성에 기여하여 이를 통해 생산에 대한 자본탄
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도시화는 집적의 경제로 인해 한계비용의 감소와 편익의 증대를
유발한다. 도시내에서는 추가적인 건물을 짓고 동일한 사회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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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농촌지역보다는
적은 비용이 든다. 편익측면에서는 같은 도로지만 농촌에 위치한 도
로보다 도시 내에 위치한 도로의 사용빈도수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
로 같은 자본을 투입하여 도로를 건설한다면 도시 내의 도로가 여
러 사람에게 편익을 준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도시지
역에서는 한계비용이 감소하고 편익이 증대되어 같은 자본이 투입
되더라도 생산탄력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지역별로 국가간의 소득수준 차이가 좁혀진다는 조건적 수렴가설
을 바탕으로 세계를 6개 지역별로 분석한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나
타났다. 이는 각 지역별 특성에 기인한다. 서브사하라 아프리카의
경우 세 개의 문턱수준이 존재하였다. 각 문턱수준을 넘을 때마다
생산에 대한 자본 탄력성이 증가하였다. 두 번째 문턱에서는 자본
탄력성이 약간 감소하였는데 첫 번째 체제보다는 자본 탄력성이 증
가하였다. 아프리카는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은 식민지배 시기 정책
으로 제대로 된 사회기반시설 서비스가 없다보니 사람들이 도시로
거주하게 된다. 도시 지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진
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의 경우 자본생산탄력성이 높아진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문턱수준이 15%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며 다른
지역보다 농업 중심의 국가들이 대부분이어서 도시화율이 낮은 수
준에서 나타난다. 도시화가 문턱수준을 넘으면 자본 탄력성이증가함
을 나타냈다.
아메리카 지역은 도시화에 따른 문턱이 존재하지만 오히려 생산에
대한 자본탄력성은 감소하였다. 빠른 속도의 도시인구증가에 따른
혼잡 비용이 높기 때문에 도시화에 따른 자본탄력성 변화는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지역의 자본탄력성은 다른 지역의
자본탄력성보다 약 두배 정도 높았다. 도시화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
더라도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도시화에 따른 문턱수준에 따른
분석보다는 추가적으로 다른 변수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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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 한가지 더 100만명 이상의 도시를 가진 국가가 대부분이었
기 때문에 도시화에 따른 인적자본의 추가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도시 인구규모를 100만명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있는 국가에서는 도시화로 인한 문턱효과가
추정되지 않았다. 10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경제적 복잡성과 집적
의 경제 등 도시에 따른 외부효과가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에 추가
적인 도시화로 인한 자본탄력성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동지역, 남아시아, 북아프리카지역은 도시화의 문턱이 유의미 하
지 않았다.
ODA생산탄력성은 도시화율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ODA가
도시화율에 따라 비선형적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적어도 1개의
도시화율의 쓰레쉬 홀드가 존재한다는 견고한(robust) 근거가 확인되
었다. 같은 금액의 ODA가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에 배분될 때 그 효
과성이 더 클 것이다. 사람들이 집중되어 배분과 원조사업집행에 있
어 거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도시화에
따라 자본의 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처럼 ODA도 자본으로 본다면 같
은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도시화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이전기수 자본을 문턱변수로 분석
하였을 경우 오히려 자본의 한계수확체감의 속성 때문에 자본생산
탄력성이 감소하였다. 이는 자본의 절대 규모 보다는 그 자본이 어
떻게 잘 구성되는지가 더 중요함을 나타낸다. 개발도상국에서 도시
화 과정 없이 자본의 축적이 일어난다면 자본의 탄력성은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적절한 도시화를 통한 외부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전기수 GDP를 문턱변수로 설정하였을 때 세 개의 문턱이 추정
되었다. 2559$, 9569$, 26108$에서 문턱이 발생하였고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자본의 배분을 더 효과적으로 할 것 이기 때문에 더 높
은 자본탄력성, ODA탄력성을 나타냈다. 이것은 인적자본 변수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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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어도 변함이 없었다.
문턱수준 변수를 1인당 ODA규모로 설정하였을 때 유의미한 문턱
이 측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총액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약13억 달러
보다 적은 경우 음(-)의 부호를 보였다.
ODA 분배정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짐도 확인하였다. 하나의 수
원국에 ODA 지원 회수로 나눈 값의 분산이 크다면 경제성장에 (+)
의 영향을 준다. 분산이 크다는 것은 여러 번의 ODA 지원 금액 중
규모가 큰 금액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ODA 금
액이 분절화 되지 않을 때 더욱 더 효과가 높아진다.
ODA의 분야별로 효과를 본다면 크게 도시부문, 비도시부문, 인적
자본, 정부지출 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도시부문 ODA는 다
른 부문에 비해서 크고 유의미한 계수값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인
적자본관련 ODA는 6기 시차 이후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을 초등교육년수로 변수를 설정하였을 때는 11기의 시차
가 유의미하였고 중등교육년수로 하였을 경우 7기의 시차가 있을
때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채나 인도적 지원의 경우 음(-)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지
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ODA부문이다. 부채가 있으면 비
용이 발생하여 장기적인 총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적
지원이 없다면 경제는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경제가 외부충
격이나 급작스런 변화로 침체될 때 인도적지원은 해당경제의 회복
을 도울 수 있는 필수적인 OD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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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함의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성장에 대한 자본의 탄력성이 도시화와 연관됨을
보였고 세계평균적으로 도시화가 약40%를 넘어서면 자본생산탄력성
이 증가함을 보였다. 그러나 도시화의 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자본의
단순 축적은 생산탄력성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자본은 도시
화를 통해 집적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를 막는 정책적 시도들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다.
지역별로 도시화에 따른 자본탄력성의 변화는 달랐으며 도시화문
턱변수도 다르게 나타났다. 향후 ODA를 지원할 경우 지역별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는 도시문
제의 해결을 위한 ODA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다.
ODA를 지원할 때 최소 국가별로 약13억달러 규모의 ODA가 들어
가지 않으면 자본투자보다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분절화된
지원보다는 통합적인 지원이 수원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4개 부문별로 볼 때 도시부문 ODA는 시차가 멀어질수록 계수값
이 감소하였고 인적자본부문ODA 변수는 경제성장에 나타나는 시차
가 적어도 5기 존재하였으며 시차가 커질수록 계수값이 커졌다. 향
후 ODA를 지원할 경우 인적자본 관련된 ODA는 지속적으로 오랜기
간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해당수원국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
비도시지역투자ODA도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도시지
역투자보다는 계수값이 적었다.
CRS코드 부문별로 경제 인프라 및 인도적 지원의 경우 일관된 부
호와 유의미한 영향으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원조
부문별 자료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기간이 적어 원조의 부문별지원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원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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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상 공여국 및 세계경제상황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원조의 제공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패널문턱모형의 추정방법이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통계적 추론
이기 때문에 자료의 구성 특성에 따라서 값의 변화가 조금씩 발견
된다.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 단위의 완전한 균형 패
널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이나 그러한 자료 구성은 현
실적이지도 못하고 확보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자료와 통계적 기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향후 국가별 지역별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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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Effect of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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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at, based on the
Endogenous Growth Theory, ODA partner's level of urbanization is a
crucial factor to output elasticity of capital. Also, this study estimated
output elasticity of ODA by each sector and proposes the way to
enhance the effect that future ODA might have.
The reason for particularly focusing on urbanization levels is that
precedent

research

is

heavily

depended

upon,

that

economic

development has high correlation with urbaniz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f the effect following the agglomeration of urban population
is regarded as the supposition that external effect would occur
following the growth of capital to a certain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Endogenous Growth Theory, the process of endogenous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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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ld be accounted for. Once a nation reaches particular urbanization
levels, not only its domestic economy's structure of production would
change but human capital could be affected also. Then, to what extent
the urbanization level should be to bring economic growth? Despite
little advance research, this study is unique since it attempts to estimate
the change of ODA and capital elasticity effect following urbanization
levels.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Mankiw, 1992) was employed in
this study to figure out the influence that ODA has on economic
growth. Regarding research method, Panel Threshold Model(Hansen,
1999) was employed to prove that threshold effect was present.
Analysis result showed that capital elasticity on output generally
tended to increase in case of above 40% of urbanization worldwide.
Also, output elasticity of ODA tended to increase in accordance with
elevation in urbanization levels. The reasons for these phenomena can
be interpreted in the following aspects; ① As suggested in the
Endogenous Growth Theory, increase in human capital eventually leads
to gentle reduced curve on marginal product of physical capital, thereby
enhancing the elasticity of capital output; ② As urbanization occurs, so
does the complexity of economy, which leads to faster economic
growth; ③ Urbanization causes agglomeration economy which decreases
marginal costs, thereby enhancing the elasticity despite the same capital
input.
When previous capital was analysed as the threshold variable with no
consideration on urbanization effect, it was proved that capital output
elasticity tended to decrease due to marginal return characteristics of
capital.
When previous GDP was rendered as the threshold variable,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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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higher GDP tended to show higher capital output elasticity and
ODA output elasticity. This remained unchanged when human capital
variables were added.
When previous ODA per capita was rendered as the threshold
variable, no significant threshold was observed. However, when analysed
in total amount, there was (-) relationship in case of less than 1337
million dollars. Also, it was proved that the economic growth tended to
have (+) relationship if ODA was not segmented.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four different ODA disbursement
levels:

urban

related,

not

urban

related,

human

capital

related,

government related. In case of urban related sector, urban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 ODA showed a consistent positive (+) sign
a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Human capital related sector ODA had
significant (+) sign effect after 6 lags to GDP.
It was analysed that 11 lags or 7 lags were respectively significant in
economic growth, if human capital was rended as "Average Primary
School Year" or "Average Middle School Year".
Variables that was categorized by CRS turned insignificant when all
variables were included together in the model because the data lacked
continuity.
In summary, since the accumulation of capital disregarding the effect
of urbanization does not generate increase in output elasticity of capital,
the policies attempting to inhibit the urbaniz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seem to be imprudent. Considering analytical evidences that
sugges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output elasticity of capital to
urbanization by region, a regional approach is required and ODA that
resolves urban problems will be effective. In order to entice economic
growth in a recipient country of ODA, capital related ODA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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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ed persistently.
For Panel Threshold Model is the statistical inference method by
simulation, the results depend heavily on data structure. To control the
volatility of results, a perfectly balanced panel dataset at the country
level is required. However, it is not easy and also unsubstantial.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could be pointed out about data and methods.
Further research for detailed social economic status and properties of
each country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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