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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과거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2009년 11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따
라서 한국이 DAC에 가입하게 된 것은 한국이 “원조를 받는 국가”
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전환되었음을 국제사회에서 정식으
로 인정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유례없는 급속한 발전이라는 독특한 경험을 가진 한국의 발전역사
에서 근대화에 기여하였던 정책으로서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발전모델로서 그 의의가 크다. UN 등 국제기구 또한 한국의 새마
을운동을 1970년대까지 최빈국이었던 한국을 근대적 국가로 도약시
키는데 기여한 지역개발 운동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후 빈곤국에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낸 발전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새마을운동’에
대해 국제적인 조명과 함께 저개발국의 관심과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신흥 공여국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 및 역할과 한계를
인식하고, 전략적 원조계획 하에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하나의 원조 프로그램으로 개발 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도국에서 실시되어온 새마을운동의
형태를 보면 그 시행기관이나 사업내용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효과도 일정하지 못했다. 일회적인 구호성 차원의 새마을운
동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을 수립하여 이를 ODA에 적용할 필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ODA 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이 시행된 국가들의
개별적인 사례에서 그 집행과정을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는 개도국 현지에서의 새마을운동을 하나의 결정된 정책으로 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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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 집행과정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분석하되 두 개의 사례국가를
선정하여 각각의 분석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이
다. 사례국가 간의 집행과정상의 차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효과적
인 개발의 방향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정책상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을 밝혀 ODA 정
책으로서 새마을운동을 모델화시키는데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형은 두 가지 방법에서 변수가 되는 요인
들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분석틀을 취하였다.
연구는 원조의 정책집행에서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 변
수들은 과거 한국의 새마을운동 정책집행 경험에서 중요하게 부각
되었던 부분이다. 변수는 정책의 집행 환경을 비롯하여 집행내용과
집행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집행환경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국가개발계획의 측면에서 몽골
은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에 의해 국가개발 장기 전략을 구축하여
그 실행과정에 있는 국가로 그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요소로 정부
의 먼저 부정부패와 뇌물 등의 문제를 극복할 것을 꼽는 시각이 가
장 컸다. 캄보디아의 경우는 국가개발계획을 농업개발 중심으로 국
가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농촌사회의 개발을 통한 절대 빈곤의
탈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새마을운동의 집행과의 연계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집행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추진기관의 경우 몽골은 몽골 현
지의 NGO가 교류협정을 맺고 이에 따라 한국 측 새마을운동 사업
파트너의 지원금이 기초자재의 구입에 사용되면 나머지 노동력의
투입과 부자재의 구입은 현장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새마
을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새마을운동의 도입부터 실행까지 NGO의
역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관민주도
형으로 수원국의 주민들을 조직화하였다. 그러나 기존 조직인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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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위원회가 새마을추진위원회와 겹치는 등의 문제는 있었다. 하지
만 이와 같은 정부주도형 모형이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더욱 비슷한
면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기관의 리더십을 비교해보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현 몽골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의 새마을운동은 캄보디아의 상황에 비해 지도층의
강력한 추진력을 보였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지도층으로부터의 새
마을운동에 대한 요청이 있지만 이미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여러 가
지 농촌개발 프로그램 등 개발 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크다고 보기는 아직 어려웠다.
셋째, 집행내용에 관련하여 몽골과 캄보디아 모두 새마을운동의
본래고유의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프라,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새마을 교육이 그것이다. 생활환경개선면에 있어서는
각 국가의 사회적 특성에 따랐고 소득증대 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적
특징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한 것으로 평가된다.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몽골의 정치세력 및 NGO가 적극적인 홍보
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보급하려 하고 있고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잘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새마을 교육을 시
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경사회의 마을중심 문화가 부족한 점, 유목
민이 대다수인 인구구성, 열악한 기후 등의 요건으로 가시적인 성과
를 내기에 어렵다. 대다수의 몽골의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가 정신
적 계발을 강조하는 방면으로 끝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
면 캄보디아는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원조를 받고 있는 빈곤 국가
이다. 새마을운동 자체에 대한 신뢰도나 기대감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시적인 성과부분이 뛰어났음을 증명했다. 결국 단기적으로
는 집행과정상 집행환경의 요인이 다른 무엇보다 큰 변수로 작용했
음을 알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지원 하에 지역사회 주민이 자조적이고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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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
개선,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와 주민 의식 개혁 등 농촌주민의 삶
의 질을 개선하는 지역사회개발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진국
에 비해 한국의 ODA규모가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이 새
마을운동을 선진국들과 차별화된 한국형 농촌개발원조 프로그램으
로의 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원조의 효과성의 제고에는 수원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노
력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의 결실로 파리선언이
선포되었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 방식의 원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원조에 있어서 방법론이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
국 또한 과거의 경험인 새마을운동을 정책모델로 개발할 필요가 있
다.
한국은 OECD DAC회원국이자 G20 의장국이 되었다. 이제는 그동
안의 국제사회의 도움에 보답하고 국가위상에 걸맞게 지구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위상에 맞는 국
제적 기여가 필요한 때이며, 지구촌의 빈곤해결과 협력발전에 적극
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험을 거울삼아 단순
한 재정적인 지원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발전의
경험을 각 국가의 정책집행 환경에 맞추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정책집행,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 개발
도상국, 원조정책, 참여적 개발
학번: 2009-23683
- 5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4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대상 ························································································5
2. 연구의 범위 ··························································································7
3. 연구의 방법 ··························································································8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의 분석틀 ·························9

제 1 절 공적개발원조 관한 이론적 논의 ·············································9
1. 공적개발원조 개관 ··············································································9
2.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공적개발원조 경향 ····································16
제 2 절 ODA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18
1. ODA로서 새마을운동 ·······································································18
2. 선행연구의 정리 ················································································22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24
1.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24
1) 정책집행의 변수들 ··········································································29
2)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32
2. 본 연구의 분석틀 ··············································································36

- 6 -

제 3 장 ODA로서 새마을운동의 수원 현황 ·················40

제 1 절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 ···········································40
1. 한국의 새마을운동 ············································································40
2. 한국 새마을운동의 성과 ··································································41
3. 한국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 ························································42
제 2 절 ODA로서 새마을운동의 특징 및 수원국 현황 ··················45
1. 개도국의 개발정책으로서 새마을운동 ··········································45
1) 농촌개발 및 지역개발 프로그램 ··················································45
2) 타 공여국의 개발 프로그램과의 비교 ········································47
3) 개발원조로서 새마을운동의 내용 ················································48
4) 수원국의 새마을운동 도입 가능성 ··············································50
2. ODA로서 새마을운동의 수원국 현황 ···········································52
1) 주요 수원국 ······················································································52
2) 기타 수원국 ······················································································64

제 4 장 ODA로서 새마을운동의 집행과정 분석 ········66

제 1 절 사례국 선정의 기준 ·······························································66
제 2 절 몽골 새마을운동 집행과정 분석 ···········································68
1. 몽골 새마을운동의 집행환경 ··························································68
1) 수원국의 경제적 요건 ····································································68
2)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과의 연계성 ············································70
2. 몽골 새마을운동의 집행내용 ··························································73
1) 새마을운동의 원형에 가까운 사업 ··············································73
2) 수원국 특수의 사업 ······································································74
3. 몽골 새마을운동의 집행조직 ··························································75
1) 추진기관의 유형 ··············································································75
2) 추진기관의 리더십 ··········································································76
- 7 -

제 3 절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집행과정 및 분석 ·····························77
1.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의 집행환경 ··················································77
1) 수원국의 경제적 요건 ····································································77
2)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과의 연계성 ············································79
2.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의 집행내용 ··················································82
1) 새마을운동의 원형에 가까운 사업 ··············································82
2) 수원국 특수의 사업 ······································································84
3.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의 집행조직 ··················································85
1) 추진기관의 유형 ··············································································85
2) 추진기관의 리더십 ··········································································86
제 4 절 소결 ·····························································································87

제 5 장 결 론 ·····································································90

제 1 절 연구의 요약 ···············································································90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93
1.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93
2. 연구의 한계 ························································································94

참고문헌 ···················································································96
Abstract

- 8 -

<표 목차>
<표 1> 공적개발원조의 분류 ·······························································10
<표 2>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 ·····························································17
<표 3>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적용이 가능한 국가 ·························51
<표 4> 몽골에서 실시된 새마을운동 ·················································58
<표 5> 2008년까지 대몽골 지원국 순위 ···········································61
<표 6>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도입한 국가들 ···································65
<표 7> 2009년도 KOICA의 국가별 지원현황 ··································66
<표 8> 몽골 NDS의 1단계 목표 ·························································72
<표 9> 1차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중 캄보디아에 실시된 내용 ···83

<그림 목차>
<그림 1>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15
<그림 2> 정책과정 ·················································································28
<그림 3> 본 연구의 분석틀 ·································································38
<그림 4> 몽골의 경제성장 현황 ·························································53
<그림 5> 한국의 대(對) 몽골 ODA규모 ···········································56
<그림 6> 한국의 대(對) 캄보디아 ODA규모 ···································62
<그림 7> 캄보디아의 GDP ···································································78
<그림 8> 캄보디아의 주요 경제개발계획과 농촌개발과의 관계 · 81

- 9 -

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개발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 체제를 국제개발협력이라고 부르고
특히 한쪽의 원조 공여국이 원조 수원국에게 일방적으로 원조하는
관계를 국제개발원조라고 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전쟁피해국의
재건과 신생독립국의 빈곤과 기아가 국제관계의 주요한 의제로 떠
오른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에 적극적으로 실시된 국제개발원조는
초기에는 미국정부를 중심으로 국가 간 자본이전이나 기술이전이
주된 형태였다. 그러나 점차 개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조형태도 무상원조, 유상원조, 기술협력 등으로 다
양화 되었다. 공공부문뿐만 아닐 상업차관이나 민간투자 등을 통한
자본 이전도 증가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다양한 원조의
형태 중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란 경
제 협력 개발 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s and Development:
OECD) 산하의 개발 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ee: DAC)1)가 정한 원조 수원국 리스트에 있는 국가 및 지
역, 또는 다자간 개발협력기구에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을 말
한다. 원조 공여국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주된 동기는 원조 수
원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이라는 인도적 요인도 있지만
공여국의 국가목표와 국익달성 등 다양한 요인도 있다. 개발원조 분
1)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기구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ODA 총액이 1억 달러 이상이거나 국민총소득(GNI)
대비 0.2%를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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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연구자들은 원조의 다양한 동기를 크게 정치적․경제적 및 인
도적 동기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국가 간 상호의
존이 주요한 원조동기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개
발원조의 동기를 인도주의적 차원 및 공여국의 원조로 인해 돌아오
는 혜택에 대한 진보된 이기심,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대라고 보았다
(OECD, 1996). 이러한 동기들을 배경으로 1990년 이후 개발원조에
관한 범세계적 이슈 및 목표를 종합하여 측정가능한 수치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개발원조의 시초를 이루게 된 DAC의 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채택은 2000년대에 들어
개발원조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새천
년개발목표는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5년까지 전 인류가 함께 달성하고자 합의한 빈곤, 교육, 보건 등
에 관한 8가지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 새
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적 개발원조에 대
한 양적․질적 향상의 노력이 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과거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2009년 11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DAC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원조계획을 관장하는 OECD의 상설기구로서, OECD 30개 회원국
중 24개국만이 가입되어 있어, DAC는 “선진국 중의 선진국” 클럽으
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DAC에 가입하게 된 것은 한국이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전환되었음을 국
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진정한 선진
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직후 빈곤과 폐허 속에서 국제 원조로 연명했던 국가가 원조 공여
국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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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45년부터 1999년
까지 총 128억 달러(현재 가치로 약 460억 USD)의 유상 및 무상원
조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국민총소득(GNI) 대비 0.12%인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가지고 있다. 2010년 집계된 한국의 ODA의
규모는 총 11.7억 달러 정도로 전체 DAC 국가 중 18위를 기록하였
다(OECD, 2011). 하지만 이 규모는 DAC 회원국의 경제규모 대비
ODA수준을 나타내는 ODA/GNI의 평균비율인 0.32%에는 크게 미
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ODA의 규모를 2012년 0.15%,
2015년 0.25%로 늘리는 것을 국가 목표로 세웠다. 또한 2011년에는
4번째로 열린 개발원조 분야의 세계최대 규모이자 최고위급 회의인
‘세계개발원조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한국은 이제 원조 공여
국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원조개발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발전과정은 저개발 빈곤국가
의 바람직한 발전 모델이다. 세계적 석학인 Jeffrey Sachs교수는
ODA 국제회의(2007년 3월, 서울 개최)에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ODA의 바람직한 발전모델’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특히 유례없는
급속한 발전이라는 독특한 경험을 가진 한국의 발전역사에서 근대
화에 기여하였던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발전모델로서 그 의의
가 크다. 때문에 전형적인 전후 빈곤국에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낸
발전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새마을운동’에 대해 국제적인 조명과
함께 저개발국의 관심과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UN 등 국제기구
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1970년대까지 최빈국이었던 한국을 근대적
국가로 도약시키는데 기여한 지역개발 운동으로 평가하고 있다(정기
환, 2007: 2). 한국 또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저개발국가에게 적극
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도 한국의 발전경험의 교훈을
얻고, 새마을운동의 노하우를 배우고자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거
나, 해외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그간 원조로 적용되어 왔던 개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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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서의 서구형 선진 국가들의 개발모델은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구 발전모델의 무비판적 이식인 경우가 많았고, 경제적
관점에 치중되어 있으며, 선진국의 국익우선주의 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투입된 ODA의 규모에 비하여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
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이를 보완 할 수 있
고, 현지수요에 부응하는 새마을운동의 발전모델로서의 개발과 이의
ODA를 통한 경험공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춰 우리정부 또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계획’을 수립하
는 등 ODA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새마을운동을 재조명하고
있다.2)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형 개발원조는 한국이 단시일에 이룬 개발경험을 다른 개도
국의 개발을 돕는데 활용함으로써, 원조의 효과성과 파급력을 높일
수 있고 제한된 자원으로도 선진국과 차별적인 원조를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한국형 개발모델로 원조분야에서 선
택과 집중을 하여 한국의 중점 원조분야를 전문화 시켜 향후 국제
사회에서 원조분업에 대비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이는 신흥 공여
국이나 글로벌펀드(Global fund)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원조 공여자
들로 인해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원조체제 하에서 이제 막 원조
2) 2011년 5월에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보고서에 따
르면 우리정부는 ‘ODA 선진화 방안(2010.10)’에 따라 우리의 특성과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결합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에 대해 시범적으로 개
발협력모델을 개발키로 결정 하였고, 2010년 총리실 주관 민관합동으
로 정부의 새마을운동 ODA 추진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추진했다. 또
한 2011년 초 ‘새마을운동 ODA’ TF를 출범시켜 새마을운동 개발협력
모델을 수립한 다음 2011년 8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2011년 하반
기부터 르완다와 라오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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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이 된 한국에게 중요한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흥 공여국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 및 역할과 한계를
인식하고, 전략적 원조계획 하에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하나의 원조 프로그램으로 개발 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도국에서 실시되어온 새마을운동의
형태를 보면 그 시행기관이나 사업내용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고
때문에 효과도 일정하지 못했다. 일회적인 구호성 차원의 새마을운
동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을 수립하여 이를 ODA에 적용할 필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새마을운동이 실시된 개도국에서
새마을운동을 시행하는 기관, 시행사업의 내용, 성공 및 실패 요인
등의 분석을 통해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ODA 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이 시행된 국
가들의 개별적인 사례에서 그 집행과정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개
도국 현지에서의 새마을운동을 하나의 결정된 정책으로 보고 그 집
행과정을 분석틀에 근거하여 분석하되 두 개의 사례 국가를 선정하
여 각각의 분석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사례국가 간
의 집행과정상의 차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효과적인 개발의 방향
을 구하고자 한다. 비교연구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정책상의 효율
적인 추진 방향을 밝혀 ODA 정책으로서 새마을운동을 모델화시키
는데 개선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대상
개발도상국들이 현재에도 당면하고 있는 빈곤문제와 빈곤을 유발
시키는 원인과 환경은 과거 한국이 처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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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60∼70년대의 한국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빈곤의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산업화 이전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활하는 농촌지역은 인
프라는 존재하지 않았고 농업 생산성 또한 증가하지 않았다. 주거환
경은 열악했으며 보건·위생 환경은 불결하고 식수는 안전성이 보장
되지 않았다. 산에 나무가 없어 홍수와 가뭄이 발생하면 농업 생산
량 또한 낮아져 기근을 면하기 어려웠다. 1961년도의 한국은 국민 1
인당 GNP가 81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그렇게 1970년대까지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국은 농촌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정책의 도입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 주곡의
자급을 달성했고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이를 배
경으로 근대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은 현재 GDP 규모 세계 15
위에 이르는 경제대국이 되었다(IMF, 2010). 이러한 배경 때문에 세
계의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이와 같은 한국의 개발경험, 특히 1970년
대까지의 식량부족과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시킨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또한 NGO등을 통해 이미
새마을운동이 도입된 적이 있는 개도국이나 발전사례가 필요한 사
회주의국가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지도 요청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을 개도국
에서 개발협력 사업으로 시행해왔다. 연구의 대상은 이러한 공적개
발원조 사업형태의 새마을운동 이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은 공적개발원조에서 농촌종합개발 혹은 참
여적 지역개발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공여국과 한
국 모두 22%정도 지원하고 있는 농촌분야에서 가장 높게 지원되는
세부분야 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10). 비교적 최근에 실시된 새마을
운동의 시범사업은 한국만의 브랜드화 된 원조정책을 실현한 것이
다. ODA로서 새마을운동은 한국 측에서도 그 보급에 주력하고 있
고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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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공적개발원조 방식의 하나로서 새마을운동은 농촌개발원조의 형
태로 1991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3)의 무상협력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처음에는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개도국의 수요가 증가하
면서 다수의 행정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참여기관은 외교
통상부(KOICA), 기획재정부(EDCF), 행정안전부(새마을운동 중앙회,
경상북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이다. 그간 외교통상부는
KOICA을 통해 농촌종합개발에 관련한 다양한 ODA사업을 추진하
였으며, 기획재정부는 개발경험을 정리하고 정책자문사업(KSP)와
함께 대규모 농업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는 농업분야의 개발을 국제협력차원의 일환으로 추진하였고 농촌진
흥청은 ‘농업기술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행정안전부 산하
의 새마을중앙회와 경상북도 지자체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측면인
‘의식개혁’ 중심의 연수와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무총리실, 2011). 또한 기관별로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유사한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새마을운동 중앙회)는 ‘새마
을운동 세계화사업’으로, 외교부(KOICA)는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
업’으로, 농림부는 ‘농촌개발 시범마을 컨설팅 사업’으로 경상북도는
‘경북도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새마
을운동 사업은 초청연수를 제외하면 32개 국가에 총 93개의 사업이
3) 1991년 4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차원
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 개발도
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
회발전을 지원함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
내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인프라 건축,
NGO 지원, 재난복구 지원, 국제기구협력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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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것으로 집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주관부처의
사업을 다루되 농림부 국제농업협력은 농업개발협력 위주로서 사업
내용이 새마을운동 공유가 주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으로 사례연구의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적
으로 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제의 다양성, 그리고 현상의
동태적인 특성 때문에 다수의 연구자들이 통계적인 방법이나 실험
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사례연구방법을 선호한다(Goggin,
1986).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특히 비통계적 특성이 크게 반영되
는 정책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한국의 ODA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이 공유된
바 있는 몽골과 캄보디아에서 새마을운동의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변수가 되는 집행주체, 집행내용 그리고 집행환경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택된 두 국가의 사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유의
미한 결론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을 정립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논문
과 관련 이론서를 참조할 것이다. 사례의 조사를 위해서는 새마을운
동 공유에 관한 정부기록물, 정부통계, 국내외논문, 보고서 등을 이
용한다. 또한 해당국가의 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새마을운
동 공유에 대한 분석에 보완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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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의 분석틀
제 1 절 공적개발원조 관한 이론적 논의
1. 공적개발원조 개관
일반적인 국제협력이 국가 간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재원 및 인
적 교류에 의한 상호 이익의 도모라고 한다면, 개발협력은 특히 경
제 및 사회발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상태에 있는 국가, 즉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관련된 협력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 정부 등
공적 기관이 수원국의 경제적 발전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하
는 양허성 원조를 공적개발원조라고 한다. DAC의 정의에 의하면
공적개발원조는 중앙 및 지방정부, 그 집행기관 등 공적기관에 의해
제공 되어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공여조건이 완화된 원조, 즉 증여율
이 25%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원이어야 한다. 한편 군사적인 목적
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자금은 공적개발원조에서 제외되나, 인도적
원조나 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여국의 군사력을 사용함에 따
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적개발원조로 간주한다.
공적개발원조의 일차적 목적은 수원국의 경제적 발전과 수원국
국민의 복지향상에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
결이라는 우선적 과제 외에도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심화된 빈부격
차, 민족대립과 종교적 분쟁, 테러, 자유와 인권 및 민주주의의 신장,
환경문제, 감염질환, 남녀평등, 난민 등의 다양한 범지구적 과제해결
을 지향한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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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적개발원조의 분류

양·다자 유·무상
공적개발원조 양자간
(ODA)
다자간

무상
유상

내용
기술협력, 프로젝트 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에 대한 지원 등
양허성 공공차관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08)

공여국들이 개발 원조를 제공하게 되는 동기는 다양한 원인에 의
해 발생한다. 수원국 중심의 관점에서 개발원조는 인도주의적 동기
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류가 하나의 세계 속에서 살
고 있다는 세계 공동체의 시각을 기조로 하며, 가족이나 지역공동체
및 국가 내에서 일반화된 인도주의적 지원을 세계 공동체로 넓혀나
갈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Pearson Report, 1969). 공
여국 중심에서 본 원조개발의 동기는 경제적, 정치적 고려에 의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경제를 부흥시
키기 위해 시작된 마셜 플랜4)도 기본적으로는 공산주의의 영향력
확대 방지가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 또한 프랑스의 원조는 아프리
카를 중심으로 과거 프랑스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들에 집중되
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 이들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유지와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동기 또한 공여국의 전략적 자원 확
보와 수원국에 대한 민간자본투자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원조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Raymond F.Hopkins는 공여국들의 원조동기를 국제적
4) 제2차 세계대전 후, 1947년부터 1951년까지 미국이 서유럽 16개 나라
에 행한 대외원조계획이다. 정식 명칭은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이지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셜(G.
C. Marshall)이 처음으로 공식 제안하였기에 ‘마셜 플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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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추구, 공여국들을 위한 경제개발 이익, 국내의 특별한 이해관계,
원조이행조건을 수용하려는 수원국의 의지증가가 원조의 동기라고
보았다(Finn Tarp 외, 2009). 이와 같이 각 공여국의 개발원조에 대
한 동기는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시대와 환경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
뀌기도 한다.5)
공적개발원조의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이란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경제성장의 도상에 있는 국가를 말한
다. 공업을 중심으로 고도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 소수의 국가를 제
외한 다수의 국가가 여기에 포함된다. DAC는 3년마다 ‘수원국 리스
트(DAC List of ODA Recipients)'를 발표하며, 수원국은 최빈개도
국6)과 저소득국, 저중소득국, 고중소득국의 4단계로 분류하고 있
다.7)
개발원조의 정책과 그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국
가 간의 원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었
지만 그 규모도 크지 않았고 제국주의 식민지 경영에서 보이는 자
국 이익중심의 원조에 불과하였다. 국제사회에 대규모 국제적 원조
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냉전체제
에 기인한 것이었다. 1950년대에는 전쟁 중 적국의 점령으로 인해
경제가 파괴된 국가들에 대한 긴급원조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미
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권과 국가사회주의권 세계 사이
에 원조경쟁이 벌어졌다. 또한 신생독립국에 대한 개발원조도 본격
화 되었는데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구식민지 지원에서 시작된 공적
5) 한국국제협력단(2008),『국제개발협력의 이해』를 재구성함
6)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을 지정하기 위한 3가지 기준을 책정하였다. 기준은 낮은 소
득, 인적자원부족, 경제적 취약성이다. 2003년 기준 최빈개도국은 50개
국이었다.
7) DAC(2010)에 따르면 최빈국은 UN 지정 49개국이며, 저소득국은 1인
당 GNI 1,005USD 이하, 저중소득국은 1,006~3,975USD, 고중소득국
은 3,975~12,275USD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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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조는 오늘날 개발도상국 원조정책의 발단이 되었다. 1960년대
의 개발원조는 이데올로기적 대립보다는 경제적 격차의 해소가 주
요 목표로 설정되었다. 북쪽의 선진국과 남쪽의 개발도상국간의 경
제격차 문제를 뜻하는 이른바 남북문제가 주요 안건이 되었다. 1961
년 말 UN 총회는 1960년대를 ‘제1차 UN개발의 10년’으로 삼았다.
국제개발원조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DAC도 같은 시기 성립되
었다. 유럽경제협력기구(OEEC)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개편
되면서 기존의 개발원조그룹(DAG)는 개발원조위원회(DAC)로 개편
되어 출범한 것이다. 1969년 DAC는 개발원조의 회계적인 기준을
정립하였다. 또한 1960년대에는 지역개발 금융기관의 설치도 활발하
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전 세계의 대규모 개발
노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선
진국과 개도국의 경제격차는 더욱 심화 되었다. 1970년대에는 이러
한 성장위주의 개발전략과 반성으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
키는 것을 목표로 국제원조는 모델화되기 시작하였다. 가난한 사람
의 욕구(needs)에 초점을 맞춘 이 접근방법은 공평성을 동반한 성장
을 추구하였다. 이 취지의 접근방법으로 빈곤퇴치가 강조되었다. 또
한 자립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원조가 필요하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1973년에 시작된 제1차 석유 위기
부터 세계경제의 침체가 시작되자 선진국의 원조 삭감이 이어졌고
개발도상국들의 유상원조로 인한 누적 채무의 증가 문제8)는 1970년
대의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 또한 1970년대 후반에는 이른바 선진국
의 원조피로(Aid fatigue)9) 문제도 제기되는 등 개발도상국의 개발
8) 1970년대 15개 최대 채무국의 공적채무는 각국의 GNP의 19% 정도에
해당하는 약 180억 달러 정도였으나 1987년에는 각국의 GNP의 약
47.5% 정도에 해당하는 총 407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다. 대외원조
의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해당국가의 경제기반은 갖추어지지 않았고 유
상원조에 대한 채무의 부담만 증가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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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에는 누적 채무의 해결이 개발의 선결과제로 제기되어 그 어느 때
보다 누적 채무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관이 선진국의 경제운영을 지배하게 되
자 개발원조 분야에도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유입되었다. 이는 선진
국에서 과도한 복지지출이 근로 의욕을 감소시킨다는 것과 같은 논
리의 연장선상에서 개발원조가 빈곤한 국가의 원조의존성을 발생시
키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박형중, 2007).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흐
름에서 정부의 개입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동시에 NGO의
역할은 강조되었다. NGO의 활동은 이전 원조정책에 비해 발전된
개발원조 체제를 보였지만 역시 빈곤과 기아등 기본적 과제의 해결
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등 선정(good governance)10)의 중요
성과 수원국이 개발의 주체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개발의 주인의식
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1990년대에는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
되고 양극화가 해소되면서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전 지구적 문제들이 더욱 공론화 되었다.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을 위한 지원은 계속되었으나, 성장위주의 개발을 추진한 결과 발생
된 환경문제와 빈곤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DAC
9) 1960년대에 들어 선진 공여국에서 재정악화와 경기후퇴 등으로 원조
공여량이 정체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로서, 원조량이 증가하지 못하거
나 감소하는 배경으로는 정부재정의 악화 및 선진공여국의 주요 원조
대상 지역인 아프리카의 정체와 퇴보 등 개발원조의 실효성에 대한 회
의론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여국 가운데는 개발원조에 대한 의문
이 일어나고 있으며, 원조예산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약해지기도 한다.
10) 선정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나, 가장 보편적으로 국가의 능력 있
고 효과적인 공공정책 및 서비스의 제공과 민주적이고 개방된 다원적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지칭한다. 포괄적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수립, 인권존중 및 언론의 자유, 공평하고 접근하기 쉬
운 사법제도를 포함한 법치주의의 확립, 부패방지, 심지어 과도한 군
비지출 억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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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1989년 DAC 고위급회의에서 1990년대를 위한 개발
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in 1990s) 선언을 발표하게 되며 동
선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개발협력의 핵심적 이론으로 정립하여
이를 정책화하였다. 또한, 1990년 이후 UN이 주관한 일련의 개발관
련 정상회의11)에서는 인간 중심의 개발을 강조하였고 이는 2000년
대의 새천년개발목표의 기초가 되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다양한 채널과 형태를 통해 원조를 시작했
으며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이 설립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에는 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더욱 체계
적인 틀 속에서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1992년에 한국은 기술협력분야에서 UNDP가 분류하는 순 원조 공
여국이 되었고 이어 한국은 1996년 세계은행의 개발차관 공여대상
국 대열에서 벗어남과 함께, OECD에 가입하여 공적개발원조의 공
여를 점차 늘려나갔다. DAC 가입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인 국제개발
원조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제정
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목적은 개발원조에 대한 철학과 비전제
시에 있다. 이에 따라 하위 목표를 개도국의 빈곤감소, 여성 및 아
동의 인권향상 및 성 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
현,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추
구로 두고 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2002년까지는 유상원조의
비율이 무상원조 보다 높았다. 전체 원조 규모는 외환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규모가 감소하기도 했으나 다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들어섰다. 2003년부터는 무상원조의 규모가 유상원조의 규모를 뛰어
넘어 무상원조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의 중점 협력국
11) 1992년에는 환경, 1994년에는 인구, 1995년에는 사회개발, 1996년에
는 여성 이슈의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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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 ODA 유상원조의 규모가 큰 국가는 베트남, 앙골라, 캄보디
아, 도미니카, 필리핀 순이었다. 무상원조의 규모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높았다(한국수출입은행, 2009). 최
근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점차적으로 협력국가의 수를 줄
여나감으로써 중점국가 선정에 대한 기준을 검토해 가고 있다. 개발
원조 분야별로는 사회·행정 인프라분야의 원조에 치중했으며 경제
인프라, 생산부문 인프라 분야의 원조가 뒤를 이었다. 사회·행정 인
프라분야와 경제 인프라분야의 지원이 전체지원의 85%에 이른다.
<그림 1>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단위: USD m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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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2011)

우리 정부는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제적 입지 및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여러 가지 불
안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꾸준히 논의되어온 이른바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한 원조사업 또는 한국적 비교우위를 가진 개
발협력 사업에 대한 개발원조도 강조될 전망이다. 한국적 특성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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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반영하여 국제개발원조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측된다.12)

2.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공적개발원조 경향
2000년 9월, 189개국 정상과 정부 대표들이 모인 UN 본부에서‘천
년선언문(Millennium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UN 총회에서 채택
된 천년선언과 그에 수반한 ‘천년개발목표(MDGs)'는 국제개발 및
원조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MDGs는 빈곤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개선을 도모하며, 각 부분에서의 목표를 계량적 지표로 설정, 이를
2015년 까지 성취하는 것을 전체 계획의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전
세계 빈곤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 전 지구적 규
모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다. 천년개발
목표의 8개의 목표의 첫째 목표는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둘째 목표
는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셋째 목표는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고
양, 넷째 목표는 아동 사망률의 감소, 다섯째 목표는 모성보건 증진,
여섯째 목표는 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 일곱 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여덟째 목표는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동반 관계의 구축이다. 각 목표별로 세부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있으
며, 구체적으로 2015년 까지 달성할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투자 유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인
재 양성 등의 재정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며, 부채 탕감, 원조, 무역진
흥, 바람직한 거버넌스 육성에 대한 노력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특
히 선진원조국들은 현재 원조국 평균 GNP의 0.25%에 불과한 공적
12) Tony Blair 전 영국 총리는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
국은 모든 개발도상국들에 경제개발 과정의 다양한 경험과 교훈을 전
달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개도국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2011-12-02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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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조를 소득의 0.7%까지 증대시키는 목표를 수립하는 등 천년
개발목표의 실천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눈에 띌 정도로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새천년개발목표의 설정 이후,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단기적 지원만이 아
니라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폭 넓게 인식되었다(권율 외,
2006: 24).
국제사회는 새천년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 원조의 개발결과 관
리에 주목하게 되었고 향후 증가될 원조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
한 방안 역시 광범위하게 토론되기 시작하였다. 원조효과에 관련하
여 국제 이행규범을 수립하는 개발원조 분야 최대·최고위급 회의
(HLF: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를 통해 국제 사회
는 주요 합의를 이끌어 냈다.
<표 2>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

제 1차
제 2차
제 3차
제 4차

회의
로마, 이탈리아
(2003)
파리, 프랑스
(2005)
아크라, 가나
(2008)
부산, 한국
(2011)

합의 내용
원조조화에 관한 로마선언 채택
원조효과제고에 관한 파리선언 채택
원조효과제고에 관한
아크라 행동계획 채택
새 개발 원조 파트너십 부산선언 채택

출처: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발간자료(2011)

제1차 로마 고위급회의(HLF-1)는 2003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
되었으며 ‘원조조화에 대한 로마선언(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을 채택하게 되었다. 로마선언에서 국제사회는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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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맥락에 적합한 원조 노력, 수원국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지원,
공여국 절차와 관행(good practice)정착 위한 국가 주도의 노력 확
대, 제도· 정책· 절차· 관행을 원조 조화를 위한 방향으로 수정 권
고, 원조효과를 위해 개발 공동체가 형성한 선(善)관행 원칙과 기준
적용을 약속하였다. 제2차 파리 고위급회의 (HLF-2)는 2005년 프랑
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원조효과 제고에 관한 파리선
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이 채택되었다. 파리선언
은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그 이행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12개 지표를 설정하였다. 제3차 아크라 고위급회의(HLF-3)는 2008
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원조 제공 시 수원국 시
스템 사용 권고, 수원국의 예산 계획과 개발전략의 기획 및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원조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강화, 공여국이 내세
우는 원조 조건은 수원국의 개발 계획을 위주로 수원국과 공동으로
수립, 비구속성 원조 향상, 국내와 국가 간의 역할 분담을 개선하여
원조 분절화 해소의 내용을 포함하는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이 채택되었다. 제4차 부산 고위급회의
(HLF-4)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고위급회의 최종 결산회의로 21세기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인 ‘부산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전의 개
발원조 논의를 종합하고 포괄적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약속하
였다.

제 2 절 ODA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ODA로서 새마을운동
2000년부터 UN은 ‘새천년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개발협력과 범지
구적 과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발도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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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역시 UN이 제시한 MDGs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UN이 제시하는 MDGs 중 가장 높은 우
선순위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정기환, 2007).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한국의 개도국 지원은 인도적 책무, 글로벌 이슈에 대처, 개
발협력의 수혜적 측면 제고, 한국 개발경험의 개도국에의 적절성이
라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정책적 지원이라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을 공
유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 하다 할 수 있을 것 이다.
새마을운동의 공유는 원조국의 수요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상대
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비교우위가
높은 개발협력 수단이 될 수 있다. 비록 우리의 개발원조 규모는 작
지만 새마을운동은 공유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는 점에서 이는 우리에게 적합한 개발협력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정부도 새마을운동 공유를 아프리카 원조
정책이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모델로 다루고 있다.
나아가 새마을운동의 공유는 우리의 개발경험을 브랜드화 할 수 있
는 ‘소프트 파워’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의 원조 역량은 다른 공여
국에 비해 열세에 있지만 새마을운동 공유는 우리의 ‘국격’(國格)과
‘소프트 파워’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이
를 통해 수원국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에도 기
여할 수 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게 있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은 ‘물적 자본’ 보다는 새마을운동의 기본이념인 근면(diligence), 자
조(self-help), 협동(cooperation)등과 자생적 또는 내재적 발전의 원
천이 되는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된 새마을운동 공유 시범사업에서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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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기 되어왔다.「KOICA-ESCAP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라오스나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진 새마을운동 사
업 역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득기회 증대나 삶
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마
을의 경우 주민의 협동심이나 자립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단, 효과저해 요인으로는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에 치중된 점이 있다
고 보았다. 또한 새마을운동사업의 종합적 운영원리가 짧은 현지교
육 후 실시되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였고, 시범마을
마다 정주형태, 지도력, 정치적 성향, 주민 요구 등의 차이가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사업을 시행하게 된 점도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게 된 방해 요소가 되었다고 보았다. 「캄
보디아 개발사업 종료평가」에서는 한국 농촌개발경험의 적용 방식
에 대해 KOICA의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세계은행이
나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기법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를 보면 한국
새마을운동의 주요 성공요소였던 ① 주민들이 마을개선사업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Ownership) ② 마을간 경쟁을
하여 성과에 따라 보상했던 결과 중심적 운영(Result-based management) ③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범정부적 관심과 자원으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④ 정신계몽(Empowerment)까지 포함하
는 종합적 사업요소(Holistic approach) ⑤ 장기적 지원(Long-term
support) 등의 원칙이 새마을 운동의 시범사업에서는 제대로 적용되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인다(2010, KOICA).
원조를 체계적으로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 ODA에 집
행된 예산은 1,771억 원이며 외교부(KOICA)와 재정부(EDCF)가 이
중 약 92%를 집행하였다. 새마을운동 모델의 공유가 포함되는 농업
부문은 2007-2008년 총약 평균이 210억, 국제개발협력단 평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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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8.64%로 환경과 함께 지원이 적은 분야에 속한다. 그러나
2007년의 6.0%에 비해 2008년 지원이 8.8%로 78%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농업섹터의 22.26% 이상이 사업이 한국형 사업으로 모델화
될 수 있는 농촌종합개발, 즉 새마을운동 사업유형에 쓰였는데 다른
공여국도 종합농촌 개발에 22% 지원하여 이 분야가 가장 상위를 차
지한다. 협력단 지역개발 섹터에서 또한 중점을 두는 세부분야는
15.17%를 차지한 농업용수 지원과 11.54%의 비중인 농업정책 및 행
정관리 이다. 농촌개발은 68%가 프로젝트이며, 11%가 물자지원,
10%가 연수생 초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까지 본 정책의 현황이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새마을운동을 원조국에 공유할 때는 첫째, 상대방의 실정을 충
분히 감안하여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새마을운동
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으로 원형 그대로 공유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둘째, 원조국의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현대적 농촌발전의 초기조건을
갖추도록 ‘소프트웨어적’ 지원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공유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 차원이 아닌 ‘동질적인 사
회집단(homogeneous society)’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
프리카 사회는 기본적으로 부족 중심의 공동운명체적 특성이 강하
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이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원천이 강한
지역적 유대감과 결속력, 그리고 전통적 리더십에 있었다는 점을 상
기하면, 이러한 조건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넷째, 새
마을운동 공유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이들의 주인의식
(ownership)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참
여 문제는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성
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실제로 추진하고 담당하는 주
체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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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조예산의 소규모성이라는 제약조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
에 의한 지원방식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마을운동 공유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아프리카 농촌개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거점국가들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박영호 외, 2009).
새마을운동의 공유를 통해 개도국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주민참여의 의한 농촌생산기반의 구축이다.
한국의 사례를 보면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빈곤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1971년도에 농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8.8%에 머물러 있었으나 1982년도에는 103%로 향상 되었
다. 이에 따라서 1967년도에 34%에 달했던 농촌지역의 절대빈곤은
1988년도에 6% 이하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Chung and Oh,
1994). 둘째, 성공적인 빈곤퇴치이다. 인프라 개선으로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려 빈곤을 퇴치한 한국의 사례는 새마을운동이 실용적인 빈
곤퇴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새마을운동은 물적
성장뿐만 아니라 의식개혁을 통해 농촌주민들의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과거 한국에서도 주민들에
게 빈곤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던 사례이
기 때문이다. 넷째, 새마을운동은 성공적인 거버넌스의 모델을 공유
한다. 새마을운동은 주민들이 마을개발에 대한 장기비전을 세우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정부와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거버넌스형 발전모델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주민의 관리
능력 향상이다. 새마을운동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을
공유하는 우리나라 또한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 실시된 새마을운동의 시범사업은 한국만의 브랜드화 된
원조정책으로 개발도상국에게 한국이라는 국가를 적극 홍보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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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한국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를 높였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은 개발의 주요 사례로 적극 인용되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음과 동시에 원조의 공여국으로서 국격 향상과 같은 이
점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선행연구의 정리
ODA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의 공여국이 된 이
후로부터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다. 개괄적인 한국의 ODA에 관한
연구로 장현식 (1999)은 한국형 국제협력이란 무엇인가, 정책이 어
떠하여하는지를 DAC회원국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모색하였다. 한국
ODA의 추진체계를 다룬 글로서는 김성태 ․ 진상기의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정책 방향 모색 -공여선진국의 사례분석을 중심
으로”, 김은미 ․ 마재신 ․ 임은미의 “개발협력 집행체계 개선방안
및 유엔기구와의 다자개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권율 외의 “우리
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국제개발협력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등을 중요한 연구업적으로 꼽을 수 있다.
강필호(2004)는 그의 연구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개선점으로
공적개발원조의 추진체계 관련 요인으로 개발원조의 구성 비율, 정
부예산시스템, 공적개발원조 운영상 행정기구, 법적·제도적 뒷받침
및 국민의 참여를 언급하였다.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은 공적개발원조의 구성비율의 부적절, 즉 유상원조가 무상원
조에 비해 많고 정부예산시스템이 결여 되어 있으며 공적개발원조
운영상 행정기구가 효율적이지 못하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
하고 국민의 인식 및 참여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공적개발원조
구성 비율 중 무상원조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예산 시스템을
개선하며 공적개발원조 운영관련 행정력을 외교부로 통합하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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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법을 제정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야만 하는 것이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발전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ODA의 개념으로서 새마을운동의 도입은 비교적 최근의 개념이므
로 이에 관한 학술연구는 현재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
진광 (2007) 은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의 시범사
례의 성과를 평가하였고, 정지은(2009)은 새마을운동이 시행됨에 있
어서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김경아(2011)는
새마을운동의 해외공유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국가별 특성에 맞는
공유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외공유 사례를 발굴할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임형백(2011)은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공적개발
원조(ODA)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며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
한 그의 다른 연구에서는 아시아 국제개발협력에서 새마을운동이
적용되기 유리함을 주장하였다. 아시아권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민족
의식이 강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행정에 익숙하기 때문이라
고 보았다.
시행기관에서도 자체적인 평가와 연구를 거듭하였다. 특히,
KOICA의 연구 중 정우진(2010)의 연구는‘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제시하여 원조에 있어 한국적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 특정 한국 기관이나 기업에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사
용하거나 가시성에 초점을 맞추어 당장 국가 브랜드 향상에 이용하
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내실을 다져야 수원국에
게 실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조효과성 제고 수
단으로 원조조화(aid harmonization)를 다룬 동그라미(2011)의 연구
가 있다. 원조조화는 공여국간의 효율적인 업무 부담과 상호협력체
계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는 점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원조조화란 수원국의 발전전략과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원조를 제공하고 공여국간의 협력과 정보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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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절차의 단순화를 의미한다. 또한 원조 주체가 공여국이 아닌 수
원국임을 명시하고, 수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원조를 제공해야 하
며, 이러한 과정을 통한 원조효과성의 제고는 수원국 뿐 아니라 공
여국의 이익증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절 연구의 분석틀
1.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정책과정이란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세 단계를 포함하
는 과정이다. 앤더슨(J. Anderson)은 정책과정을 정책의제설정 단계,
정책형성 단계, 정책채택 단계, 정책집행 단계, 정책평가 단계의 5단
계로 구분하고 있고, 한편 리플리(R. B. Ripley)와 프랭클린(G. A.
Franklin)은 정책과정을 정책형성·합법화 단계, 정책집행 단계, 정책
평가 단계, 정책변경의 단계로 구분하여 4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비
록 그 구분이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정책과정의 공통된 단계는
크게 구분하여 ① 정책결정 단계, ② 정책집행 단계, ③ 정책평가
단계로 구성되고, 그 밖의 단계들은 이 세 단계에 나누어 포함시킬
수가 있다.
이 중 정책집행이란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과정
을 말한다. 정책의 전 과정에서 볼 때 정책집행은 정책의제형성, 정
책형성에 이은 단계로 정책의도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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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책과정의 단계

출처: J. Anderson; 노화준(2007), 『정책학원론』

정책목표가 실현되면 정책의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수 있지만 정책집행에도 불구하고 산출물의 실패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결국 정책집행이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책집행의 결과와 관련하여 종속변수는 정책산출(output), 정책결과
(outcome), 정책영향(impac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산출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발생한 최초의 생산물이다. 정책결과는 정책
산출이 정책대상 집단이나 구체적인 정책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발
생하는 사회적 상태이다. 정책영향은 정책결과가 장기적으로 사회전
반에 영향을 미친 상태를 말한다. 독립변수는 이 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factor)들로 정책과정의 전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요인
들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겠다.

1) 정책집행의 변수들
정책과정에서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Winter는 ① 정책결
정과정의 특성 ② 조직적 및 조직 상호간 집행형태 ③ 일선관료의
형태 ④ 대상 집단 간의 반응 또는 사회내의 다른 변화 등 네 가지
를 제시하였다. 정책집행 상의 변수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그 견해를
조금씩 다르게 지적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견
- 28 -

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집행 체제의 내부요인과 외부요인
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① 정책집행상의 외적 변수들
정책집행 체제의 외부요인이라 하면 행정체계의 주위 환경, 즉 정
치·경제·사회·문화 등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뿐만 아니라
정책형성의 근원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집행은 행정
기관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책집행은 그 체제 내부만이 아니라 그 외부에 존
재하고 있는 여러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외적 요인
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정책집행과 관련된 집단의 특성, 사회·경제적 여건, 문화적 특
성, 대중매체와 여론의 지지 등의 요인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정책집행상의 외적 변수로 첫째, 정책집행과 관련된 집단의 특성
을 들 수 있다. 정책집행은 그 정책목표와 관련된 여러 이익집단의
특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 수가 많다. 어느 이익집단이 그 규모에
있어서 다른 이익집단에 비하여 클 경우 정책집행에 보다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정책집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집단일수록 정책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여건도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
일 그 사회가 절대빈곤 상태에 있다면 이를 단시일에 극복하기 위
해 정책을 경제 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고, 경제 개발에 성공하여 경
제적 안정 상태에 놓이게 되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사회적 형평성에
두고 정책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셋째, 문화적 특성이다. 어떠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든 자
기가 소속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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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에 있어서도 집행자이거나 집행대상자이거나 누구든지 그
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그 사회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예컨대 권위주의적 사회문화가 토착화된 지역에서 정책집행
자가 민주적인 조직문화에 입각한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할 경우 관
련 사회집단이나 지역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실패로 돌
아갈 수 있다.
넷째, 대중매체와 여론의 지지이다. 대중매체의 관심과 여론의 지
지도 정책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신문·방송·출판물 등
과 같은 대중매체가 어떤 문제를 이슈로 삼아 그 해결을 위한 정책
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느냐, 그리고 일반대중
의 여론이 그 정책에 얼마나 강도 높게 호응하느냐 하는 것들도 정
책집행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② 정책집행상의 내적 변수들
정책집행 체제의 내부요인정책집행은 정부 행정기관이 그 조직
구조 속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여 정책목표
를 달성해 나가는 활동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정책목표·
자원·조직구조·집행담당자·집행절차 등이 정책집행에 관여하는 요소
가 된다. 정책집행상의 변수로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첫째, 정책목표이다. 우선 정책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정책을
집행하기가 쉬워져 성공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다시 말
해서 무엇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에 관하여 명확히 정해진 정책목
표일수록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둘째, 자원이라는 요소가 있다. 정책집행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는 자원이다. 정책집행에 소요되는 자원에는 행정관료·예
산 등과 같은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정보나 권위 등의 무형자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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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포함된다. 자원을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때 그 질
과 양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자원의 양은
정책집행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질은 집행결과의 만족도와
직결된다. 그리고 자원에 대한 관리문제는 자원의 희소성을 극복하
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사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
인다.
셋째, 조직구조를 들 수 있는데 정책집행기관의 내·외부 조직의 구
조적 특성도 정책집행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정책집행 조직의 내부구조의 대표적 예로는 그 조직 내의 상관과
부하간의 관계를 들 수 있고, 외부 구조라면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
자 간의 관계, 또는 정책집행자와 정책의 수혜대상인 사회집단 및
개인 간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넷째, 정책집행 담당자도 요소가 된다. 정책집행의 담당자는 주체
자이므로 정책집행의 성공 여부는 그 담당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이다. 정책집행자가 정책의 목표와 내용 등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와, 또 집행에 임하여 그들의 태도가 적극적
이냐 소극적이냐 등에 따라서도 정책집행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행절차가 있다. 정책집행은 집행 절차의 성격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정책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당히
집행되느냐 아니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되느냐, 또
상황변화를 개의치 않고 획일적으로 집행되느냐에 따라 정책집행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2)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 31 -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Berman은 사회정책수행에
내재하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교한 개
념들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집행연구를 거시
적 접근범과 미시적 접근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Elmore는 체제
관리 모형, 관료과정 모형, 조직발전 모형, 갈등협상 모형의 네 가지
접근법으로 고찰하였고, Hogwood와 Gunn은 정책집행연구의 접근
방법을 보다 세분하여 구조적 접근방법, 절차적·관리적 접근방법 등
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집행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것
은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집행 연
구들은 크게 3가지 접근법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즉, 하향식 접근
법과 상향식 접근법, 그리고 통합적 접근법이 그것이다(유훈, 2007).
① 하향적 접근방법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은 정책집행을 주어진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한다. 이 접근법의 주된 관
심사항은 바람직한 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
자에게 제시해 주는데 있다(최종원, 1998). 결정된 정책을 기준으로
이것이 정책집행 기관에 지시되어 이것을 받은 집행기관이 집행을
준비하여 집행활동을 하는 전 과정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살펴보
는 접근법이다.
하향적 접근방법의 장점으로는 첫째, 정책결정과정에서 만들어진
내용이 집행의 성공을 좌우하고 있는 현상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집
행을 위해서는 정책내용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둘째, 이 접근방법에서 밝히고 있는 성공적 정책집행을 좌우
하는 요인들은 서로 다른 성공가능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정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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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정이 왜 그러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
을 준다. 그러나 단점으로 첫째, 성공적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소
로서 하향적 접근방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은 실증적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확인되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 둘째,
정책집행을 원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집행과정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반대자의 입장이나 전략행동을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셋째,
하향적 접근방법은 하나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을 연구하는데, 현실적으로 집행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어느 하나만이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정정길, 1997).
② 상향적 접근방법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은 정책집행을 다수의 참여
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 즉, 상향적 접근법
은 정책결정에서부터 논의를 출발하는 하향적 접근법과는 달리 특
정문제나 쟁점에 관한 운영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행위자들
을 분석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Berman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상
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와 Lipsky의 일선행정관료의 집행행태
연구가 기초가 되었다(최종원, 1998).
상향적 접근법은 집행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 집행요원들에
서 출발하여 이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정책 대상 집단, 관련 이익
집단, 중간 매개집단, 지방정부의 관료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추진전략 및 활동들을 파악한다. Elmore가 제시하는 후
방향적 접근(Backward mapping)에서는 정책 집행과정의 최하위 수
준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일선관료의 행태에 대한 분석에서 연구를
시작한다(Elmore,1979). Lipsky는 집행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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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선집행관료의 역량과 의지, 그리고 집행 현장의 환경이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Berman 역시 정책 결정
자가 결정한 정책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개별
적인 집행 환경에 부합하는 적응적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상향적 접근방법은 실제적인 정책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정
책집행과정의 인과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고, 공식적인 정책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집행현장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집행현장에서 인식한 문제와 그 문제를 처
리하기 위해 개발된 전략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광범위한 행위자들
이 추구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향적 접근방법에 비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략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
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흔히 ‘나무를 보되, 숲을 보
지 못하는’문제점을 꼽는다(정정길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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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합적 접근방법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의 장점을 종합하고 단점을 보완하
고자 1980년대 이후 통합모형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통합모
형의 학자들은 Matland, Winter, Sabatier, Elmore 등으로 이들이
제시한 모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Matland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는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양 접근방법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더 잘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때 중요한 집행변수가 무엇지를 탐색하였다. 즉, 집행구조의 상
황에 따라 집행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집행과정의
특성, 집행실패의 요인들이 달라져 하향적 접근방법과 상향적 접근
방법의 설명력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Winter는 정책집행 성과를 결
정하는 주요 변수로서 정책 형성과정의 특성, 조직 내 혹은 조직 상
호간의 집행행태, 일선집행관료의 행태, 정책대상 집단의 행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하나의 모형에서 융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Sabatier의 통합모형은 상향적 접근의 시각에서
정책의 하위시스템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가지는
전략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책이 산출되고, 이것이 환류하면
서 변동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Elmore의 통합모형은 전방향적 접근방법과 후방향적 접근방법을
통합한 모형이다. Elmore의 모형은 우선 하향적 접근방법의 틀에서
정책을 설계할 때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수단을 모색하여
각 집행단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상
향적 접근방법의 틀에서 일선관료와 대상 집단의 바람직한 행태를
유도할 수 있는 조집 운용절차를 발견한다. 하향적 접근방법에 의해
정책을 설계하되, 상향적 접근방법에서 제시하는 대로 가장 집행 가
능성이 높은 정책수단을 채택하여 접근방법의 통합을 이루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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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통합 모형의 기본적인 시각은 하향적, 상향적 접근 방법에서 제시
하는 변수들을 하나의 이론적 틀에 종합하는 것이었는데 한쪽의 장
점이 다른 한쪽의 한계점이 되는 서로 상반되는 논리형식을 취하므
로 각 접근방법의 변수들을 통합하여야만 집행과정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에서 통합
모형의 논리적 한계가 발견된다. 하향적 접근방법과 상향적 접근방
법은 각기 상이한 분석대상과 분석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통합 모형은 하향적 접근 방법과 상향적 접근 방법 변수들 간의 유
기적인 연계성 없이 양 변수들을 단순하게 나열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집행 연구에서 통합 모형을 채택할 경우 이
들을 모두 분석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연구자원이 소요된다는 문
제점이 발생된다(최종원·백승빈, 2001: 174).

2. 본 연구의 분석틀
앞에서 살펴본 정책집행의 이론모형들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할 때 새마을운동의 개도국에서의 정책집행 연구는
정책의 도입결정 이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하향적
접근방법으로 접근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마을운동이
라는 정책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책
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의 정책이라는 점, 지역주민으로 구
성된 정책지도자와 정부가 유기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는 점
에서 볼 때 거버넌스형 정책이라는 점, 구성원의 네트워크가 중시된
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향적 접근방법으로 정책집행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형은 두
가지 방법에서 변수가 되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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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취하고자 한다.
연구의 사례로 선정한 ODA로서의 새마을운동 집행과정을 분석하
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적인 요인으로는 크게 ① 정책내용과 관련된
요인 ② 집행주체와 관련된 요인, ③ 집행조직과 관련된 요인 ④ 정
책대상 집단과 관련된 요인 ⑤집행환경과 관련된 요인 등 5가지 차
원이 있다. 그러나 원조에 있어서 과연 한국적 원조의 콘텐츠가 무
엇인지, 한국의 독특한 경험이 우리와는 다른 환경에 있는 협력국에
어떻게 유용할 것인지를 밝히기 위한 차별성 있는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때문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집행과정의 분석틀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형 모델 발
굴의 프로세스 과정 (2010, 정우진)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적 경험의
요소, 비교우위, 차별성, 사업성과, 국제적 수요와 수원국의 요청, 지
역적 요소, 원조규모, 원조방식, 협력기관을 중요한 분석틀의 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하겠다.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하향적 접근방법을 이용한 분석개념에서
중요한 요인은 집행내용과 관련한 요인들이다. 집행내용에 관한 요
인은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사전의 정책목표와 연결되고 해당
변수들의 정책집행자에게 있어 체크리스트의 기능을 한다. 집행조직
에 관한 요인은 상향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조직에 의해 해당 정책이 집행되었는가에 따라 정
책의 집행은 변동 할 수 있으며 특히 광범위한 재량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정책 지도자의 리더십과 같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변수를
분석하기에 타당하기 때문이다. 집행조직과 집행내용에 관한 변수들
은 상호 영향을 받음은 물론이다. 더불어 집행환경은 포괄적으로 정
책집행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제시하는 연
구의 분석틀은 다음의 도식과 같다. 정책의 집행환경과 집행조직,
집행내용을 분석틀로 삼아 사례를 비교하도록 하였다. 집행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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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한국정부이므로 분석할 필요가 없고 정
책대상 집단도 사업계획이 결정될 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
석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아 제외하기로 한다.
<그림 3> 본 연구의 분석틀

이에 따라 기본적 이론틀에 근거하여 먼저 집행내용과 관련된 변
수 비교는 한국적 경험의 요소와 협력국의 차별성을 살펴보고, 집행
주체와 관련된 변수는 한국의 시행․협력 기관 비교 및 수원국의
정부 비교, 집행조직과 관련된 변수로 수원국의 요청 및 사업시행자
비교, 집행대상과 관련한 변수는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우위에 대해
살펴보고, 집행환경과 관련된 변수로 수원국의 지역적 요소와 정치
적 환경에 대한 비교를 하도록 대체할 것이다. 이들에 속한 하위요
인들이 집행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종속변수인 정책결과를 가
져오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집행환경과 관련해서는 수원국의 경제적 요건과 경제
개발계획의 존재여부와 정도를 분석의 기준으로 한다. 경제개발계획
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 구축해 놓았는지 또, 수립된 개발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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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과 얼마나 목적에 일치부합 하는지도 결과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집행조직이라는 변수를 파악한다.
집행의 주체를 파악하고 주체의 리더십 정도에 대해 달라지는 결과
를 알아본다. 주체기관이 얼마나 정치적 리더십 갖추고 있는지가 한
국의 사례에서도 중요한 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집
행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새마을운동의 원형
과 가까운 사업이 실시된 내용과 수원국만의 특수한 사업이 실시된
내용을 비교하여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집행요인의 차이가 정책결
과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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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ODA로서 새마을운동의 수원 현황
제 1 절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
1. 한국의 새마을운동
국가와 사회 간의 수직적 연결로 인해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가
져온 한국의 경우, 국가와 농민간의 연계는 조직적이나 제도상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1950년대까지 국가는 권위에 기반에 두며 사회
에 억압적으로 전권을 행사해 왔지만, 사실상 그러한 국가의 정책적
시행 의도는 실현 단계에 있어서 하부구조적 힘이 약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들어서 증대된 국가능력을 바탕에 두고 정부의 농촌
지역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개입이 진
행되었다. 정부는 농촌사회에 대한 행정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개입을 위한 시도를 했는데 그것은 농촌개발 사업을 매개로 하는
농촌행정 정책들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은 각종 지도와 감독
을 받아야만 했으며 정부에 의해 위로부터 설립되었던 방식의 농민
조직은 농협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
의 농촌마을은 오랜 세월동안 개별 마을 중심의 자급자족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왔으므로 마을 내적으로 그리고 마을 간에도 수평적
이고 기능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 새마을운동의 등장은 이러한 수
직적 통제기구들을 기반으로 한국의 공동체 단위인 농촌의 마을 단
위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촌경제가 급속히 몰락하
는 과정에서 시도된 농촌 정책의 맥락이었다. 농촌의 가난과 낙후성
은 한국의 공업발전에 대한 중대한 저해요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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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새마을운동이라는 정책은 박정희 정권 내에서도 농촌부흥을
위해 노력한 세 번째 시도였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성공하지 못
하였으나 세 번째가 성공하자 활성화 시킨 케이스이다. 여기서 말하
는 첫 번째 시도는 5․16이후의 재건국민운동, 두 번째 시도는 1968
년부터 시작된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운동을 말한다. 60년대의 국민
재건운동 등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준비된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제창으로 시작되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마
을을 우리 힘으로 새롭게 바꾸어 보자’는 운동으로 농촌에서 출발하
였다.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산업화로 앞서가는 도시와의 소득격
차를 줄이기 위한 운동이었다. 처음에는 초가집 없애기(지붕개량),
블록 담장으로 바꾸기, 마을 안길 넓히고 포장하기, 다리 놓기, 논밭
으로 이어지는 농로 넓히기, 공동 빨래터 설치 등의 기초적인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
를 거두도록 하였다. 이에 자신감과 의욕을 가지게 된 주민들은 한
걸음 더 나가는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 마을회관
건립, 상수도 설치, 소하천 정비, 복합영농 추진, 축산·특용작물 재배
등으로 발전하였다. 70년대 중반에는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
수준으로 향상됨으로써 농촌주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의식과 성취
동기를 부여하면서 농촌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후 새마을 운동은 도
시로 확산되었다(UNPOG,2010).

2. 한국 새마을운동의 성과
1970년대의 10년 동안에 한국의 농촌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향상
되었다는 사실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자료에 따르
면 전국의 평균농가소득이 1970년에 255,800원에서 1979년에는
1,531,300원으로 증가했다.13) 다른 지표로서는 농촌지역의 전기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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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힘입어 텔레비전 세트와 냉장고 등과 같은 현대적인 편의품의
소비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1970년대 초 농촌은 약 80%가 초가집이
었고 전기가 들어간 마을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전기는
1977년에 와서 전국농가의 98% 수준으로 보급되었고 1980년에 농가
전화 보급률은 95%가 되었다. 1971∼1975년간 마을주민들이 새마을
사업으로 건설한 교량은 전국적으로 약 65,000개에 달했는데 이는
마을당 평균 2개의 교량이 건설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개선과정에
는 대부분의 농가의 주요한 생계수단인 쌀농사의 생산성이 증가했
다는 점이 저변에 깔려 있다. 1972년 통일벼의 보급률이 16%이었던
것이 1977년 55%까지 늘어났고 평균 쌀 생산량이 1965년부터 1971
년까지의 기간 동안 헥타르(ha)당 3.1 미터톤에서 1972년부터 1978
년까지 4.0 미터톤으로 증가했으며, 농부들이 받은 쌀 가격 역시 증
가했다 (1979; 한국 농업 및 임업 통계연감).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절대적인 농촌의 빈곤비율이 1970년의 27.9%에서 1978년의 10.8%로
줄어들었다.
마을 단위로 전개된 새마을 사업을 위해 주민들이 제공한 노동일
수는 마을당 평균 약 800일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00호
기준으로 볼 때 호당 연간 8일의 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다.

3. 한국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
국내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성격에 대한 논쟁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새마을운동이 농촌사회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사업을
이루고 농촌의 근대화를 이루는데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13) 박수영, “21세기의 새마을운동”, 극제개빌협력처 발행 저널, KOICA,
2008년, 제 2권, 62쪽( 이 자료는 가격 인플레이션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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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면에 어떠한 성과와 역사적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업과정
에서 물리적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여 농촌부채와 이농현상을
가속화시켰다는 점과 새마을운동이 국민동원을 위한 정치적 도구였
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무렵인 1970년대
경, 한국의 수출 지향적인 산업성장은 수도권과 동남부 영남지방에
집중된 급속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분명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1964년에서 1970년 사이에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연평균
10%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비농업부문에서의 성장이 14.5%였던 반
면 농업부문의 성장은 2.8%에 불과했다. 또한 농촌으로부터는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새로운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꾸준히 농촌
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 결과 1960년대 말에는 농촌의 노동력이 절
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한국 경제는 연평균 10%
가 넘는 비율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 되면서 재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공적 재정
자원이 유발되었다. 한국의 경제발전 초기 단계의 정책과정은 토지
개혁을 통한 부의 재분배 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 후 산
업부문에서 주요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먼저 일어났고 새마을운동
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관심의 환기가 일어
났다고 볼 수 있다(2010: Edward P.Reed).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새
마을운동이 도입될 당시 한국 경제는 이미 지속적이고 급속한 성장
단계에 진입해 있었다는 것이다. 새마을운동과 관련 프로그램의 목
적은 농촌으로 생활수준의 향상을 확산시킴으로써 농촌 부문이 이
를 따라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부문 간의 경제 성
장의 균형을 잡고, 도시로의 인력유출을 둔화시키며 점증하고 있는
식량공급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토지개혁으로 얻어진 지원이 침체
되기 시작한 농촌의 인구들 간에 상승하고 있었던 정치적 반대에
대응하는데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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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키
기 위한 대부분의 새마을운동으로 표방된 한국 정부의 정책들은 새
마을운동이 없었어도 시행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의 농촌에서 일어났던 성공과 급속한 영향들을 달성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리더십 하에 범
국가적인 운동의 형태로 농촌지역들을 경제 사회적으로 변모시키고
자 하는 전반적인 노력을 포괄하는 운동이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 운동은 농업을 현대화 추진의 중심에 높고 관료주의를 동원하여
촌락 생활과 농업의 지위를 직업의 수준으로 높였으며 국가의 전
지역을 캠페인에 포함시켰다. 농촌의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없
었다면, 새마을운동은 흥미롭지만 변혁적인 프로그램이 되지는 못했
을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이
루었고 현격한 결과를 내었다.
상반된 정치적·경제적 평가에 비하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일반 국
민들의 평가는 압도적으로 호의적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새
마을운동은 건국 6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성취한 업적들 가운데 가
장 대표적으로 꼽혔다.14) 새마을운동은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
드컵과 더불어 한국 현대사의 3대 성공사례로서 지목되기도 한다.15)
하지만 반대시각에 서서 독재나 동원 등의 이미지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접근이 학계에서 점차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기도
하다. (박진도 외, 1999; 전재호, 2003; 김영미, 2009) 근래의 연구들
은 새마을운동을 단순한 농촌 개발운동으로만 보지 않는 추세이며,
새마을운동이 박정희의 정치적 목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
다는 점을 많은 연구들에 의해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한다(고원,
2008).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국내의 새마을운동은 ⅰ) 거버
14) 1위 새마을운동 (40.2%), 2위 1988년 올림픽 개최 (30.1%), 3위 경
제개발계획 (29.9%) 순이었다. <조선일보> 2008.3.5
15) <월간조선>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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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 차원의 민간협력형 농촌개발의 모델로서 정부의 동기부여정책
과 주민부담의 재원화 ⅱ) 성공적인 농공병행 경제발전정책의 모형
으로서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 농촌의 저축과 구매력 증대로 산업
발전에 기여, ⅲ) 범국민적 참여형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사회통합과
국민들의 에너지 결집으로 경제성장의 동력 창출로 평가되고 있다
(정갑진, 2008: 31).

제 2 절 ODA로서 새마을운동의 특징 및 수원국 현황
1. 개도국의 개발정책으로서 새마을운동
1) 농촌개발 및 지역개발 프로그램
인력은 많고 유용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 교육수준이 낮은 상황
등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와 환경이 비슷한 나라들이 새마
을운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발전 경험
을 통해 근대화 과정의 교훈을 배우고 자국에 적용하고자 노력중이
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다보스 포럼 ‘Global Peace Leaders
Conference (GPLC) Korea 2010’에서 한국형 개발모델로서 새마을운
동의 저개발국가의 적용가능성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지구촌 균형
발전을 위한 해결책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지원 하에 지역사회 주민이 자조적이고 협
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 정비, 생활환
경 개선,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와 주민 의식 개혁 등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역사회개발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
한 새마을운동을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 도시 및 공장새마을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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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기 이전 단계를 농촌 새마을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후에
는 도시와 직장으로 확산되고 전국의 모든 조직이 새마을운동을 했
다고 볼 수 있다. 최빈개도국 등에 공유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주
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개발형 모델
이라고 볼 수 있다.
농촌개발은 개념적 차원에서 보면 농촌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개
선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농촌지역의 전반적 개발을 의미한다. 이러
한 시각은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농업뿐만 아니라 이
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즉 농촌산업과 기술·사회 경제적 기반시설,
지역사회 서비스 및 공공시설, 특히 농촌지역 내 인력자원의 개발
등을 포함한다. 농촌개발을 현상적 차원에서 보면 이는 다양한 물리
적·기술적·경제적·사회문화적·제도적 요소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농촌개발을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농촌빈곤층의 사회경제적 복지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계이다(박종화 외:2004). 신그(Singh)는 농
촌개발을 “자립을 향해 농촌생활의 질을 개선하거나 일자리를 제공
하기 위하여, 그리고 농촌지역의 경제성장을 조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연 및 인적자원, 기술, 기반시설, 제도나 조직, 정부정책이
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거나 효용화 하는 과정” 이라고 정의하였다
(Singh,1986: 18-19). 또한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허쉬만 (A.
Hirschman)은 불균형적 성장론을 주장했는데 발전의 초기에는 성장
을 위하여 중심이 주변의 자원을 흡수하는 성극화 (polarization) 현
상이 일어나지만,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산업의 연관을 통하여 성
장의 효과가 낙후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소위 누적효과(trickling
down effect)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Hirschman, 1959:187). 불균형
성장이론은 대부분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취하고 있는 지역개
발모형이다. 지역개발은 곧바로 선진국으로 향하는 실천적 수단으로
간주되었고, 각 국가는 경제개발 위주의 지역정책을 추진하였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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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 외, 2004).
개도국에서는 농촌 거주인구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그들 대
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빈곤층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농촌의 개발
은 빈곤 퇴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농촌 개발 및 지역개발로서
새마을운동은 개도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과
영농 기술,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시설,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 시설 및 도로와 인프라의 구축, 인
력양성 등 다양한 발전적 개념에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다수의 빈곤층을 경제개발 과정에 참여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높인다면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ODA규모가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새마을운동은 선진국들과 차별화된 한국형 농촌개발원조 프로그램
으로의 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촌개발은 식량수급을 개선시
켜 빈곤을 퇴치하고 대다수의 빈곤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 타 공여국의 개발 프로그램과의 비교
주요 공여국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농촌개발 원조에 대해 각기 다
른 접근을 보이고 있다. 원조의 효과성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
은 원조를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원조국 정부의
역량을 구축하고 농업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DAC 공여국 중에서 농업원조 비중이 높은 일본은 벼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쌀 생산성 확대, 관개시설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촌일
품 운동 등 지역사회 개발경험 공유, 개발조사 사업 역시 적극 추진
하고 있다. 원조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미국은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접근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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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농업비즈니스 강화, 가치 사슬(value chain)적 접근에 따른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에 역
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선진 원조 공여국들은 자국의 경험과 비교
우위를 토대로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다. 한국은 프로젝트 지원과
연수생 및 봉사단 파견 등의 지원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문별
지원과 재정지원 등 프로그램 방식의 지원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농촌개발을 통한 빈곤퇴치의 새로운 수단으로
UN의‘밀레니엄 빌리지 프로젝트(Millennium Village Project: MVP)’
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MVP는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개도국의 농촌마을에서 MDGs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MVP는 MDGs 달성과 마을단위 농촌개발을 연계한 최초의 시도로
첨단 과학기술 활용, 국제사회의 ODA 확대 공약에 따른 예산 수립,
상호 연계성 있는 여러 부문에 대한 종합개발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농촌개발 접근과 차이가 있다. 농촌종합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점이 많다. MVP는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는 가난
한 아프리카 마을을 선정하여 교육, 보건, 농업, 인프라 등 MDG와
연관된 분야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004년 케냐에서 처음 도
입된 이후, 2009년 기준으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10개국의 79개
마을, 40만 명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도 탄자니아, 우
간다에 향후 5년간 8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공
유하는 한국형 밀레니엄 빌리지 사업 (KMVP)을 추진하고 있다. 그
러나 MVP는 지속가능성 여부, 수원국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수원국 행정단위와의 불일치, 지원 대상 마을과 타 지역 간의 소득
격차 등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3) 개발원조로서 새마을운동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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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환경과 소득수
준을 높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만들
어 가는 현재 진행형 지역사회 개발운동이다. 지역사회의 각 개인들
이 잘 살게 되고 지역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면 지역사회는 물론이
고 결국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새마을운동이 지
향하는 목표는 일차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궁
극적으로는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부강한 국가 건설에
두고 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첫째 소득증
대이다.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소득 및
비농업 분야의 소득증대를 추구한다. 둘째, 인프라 개발이다. 마을의
인프라 개발은 농업소득의 증대는 물론 마을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세 번째
목표는 생활환경개선이다. 가난하고 어려운 경제국가일 수록 비위생
적이고 낙후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생조건의 개선이
나 생활환경의 개선이 소득증대 및 자신감 함양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네 번째 정신 계발의 측면이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발전의지와 자신감 충전도 이러한 세부
내용에 의해 함양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새마을운동의 경험 공유는 크게 3가지로 이
루어진다. 첫째, 새마을운동 자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 자체에 대한 이해는 저개
발 국가의 공무원 등 수요국가의 관계자에게 새마을운동의 태동배
경, 추진과정, 개발성과에 대한 강의, 새마을 박물관 등의 관련시설
견학, 실제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경험 시킬 수 있
다. 둘째, 정책컨설팅, 개발조사 사업을 활용하여 구체적 사업을 지
원하여 공유하는 방법이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자립의지 및 의식
개혁 요소와 물리적 개발 요소를 개도국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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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국의 정책과 추진방향에 접목한다. 구체적인 사업대상이 정해지면
해당국가의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사업을 설계한다. 셋째, 새마을운
동에 기반을 둔 농촌개발사업을 위해서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기
술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전문가와 봉사단을 파견하여 단
순한 원조가 아닌 새마을 조직과 새마을 지도자를 육성하여 자발적
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또한 프로젝트와 기술협력 사업을 통
하여 저개발국가의 영농기술, 농산품, 가공시설 등 농촌개발 인프라
를 구축하고 관개시설, 도로, 전기 등 농촌 환경개선을 바탕으로 소
득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4) 수원국의 새마을운동 도입 가능성
지난 2009년 한국을 방문한 아샤 로즈 미기로(Asha Rose Migiro)
유엔 사무부총장이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경북을 찾아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돌아본 뒤, 아프리카지역의 빈곤퇴치를 새마을운동
보급을 강력히 희망하는 등 새마을 운동에 대한 국제기구와 국가들
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16)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
아의 농업 중심국가에서 농촌개발 모델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열의
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등 서남아시아
에서는 새마을운동 도입에 대한 적용 열의가 매우 높아 일부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의 경우
새마을운동에 대한 열기는 높으나 무슬림사회의 특성과 정치 군사
적 혼란 등으로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KOICA가 발표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적용 가능국가는 다음과 같
다.
16) 2008년에 방한한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렐라스, 2011년에는 주한
남아공대사 등 공식적인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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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적용이 가능한 국가

아시아
아프리카

적용 대상 국가
가능성 높은 국가 지원 가능 국가
캄보디아, 베트남, 라
오스, 미얀마, 인도네 동티모르, 파키스탄
시아, 방글라데시, 스
리랑카, 네팔
르완다, 콩
에티오피아, 세네갈, 앙골라,
고,
우간다,
탄자니아, 카메룬, 수 짐바브웨, 잠비아,
이집트,
단, 나이지리아코트디 알제리, 모로코,
튀
부아르, 가나, 케냐 니지

중남미

아이티, 니카라과,
과테말라, 페루, 파
라과이

중동 및 CIS
국가

우즈베키스탄, 이란,
카자흐스탄, 예멘,
아제르바이잔
18국

22국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11)

- 51 -

가능성이
낮은 국가
몽골, 파푸아
뉴기니

볼리비아, 콜
롬비아, 도미
니카, 에콰도
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우크라이나,
요르단, 세르
비아, 팔레스
타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16국

2. ODA로서 새마을운동의 수원국 현황
1) 주요 수원국
(1) 몽골
① 몽골의 개관
몽골(Mongolia)은 중앙아시아 북쪽 고원지대에 위치한 내륙국가
로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남쪽으로는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다. 약
30만 명 정도의 인구와, 한반도의 7.4배에 이르는 1,567,000㎢의 넓
은 국토를 갖추었으나 인구는 적은편이며 인구의 대부분은 유목 생
활을 한다. 몽골족이 전체 인구구성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용어는 할흐 몽골어 이다. 몽골은 고원국가로서 사막지대가 전국
토의 40%이며 북서부에는 알타이 산맥, 동남부에는 평원지대가 펼
쳐져 있다. 서쪽 끝에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대로 솟아있는 후이릉
어르길(Huityn Origil)이라는 봉우리가 최고지대로 해발 4,366m이며
, 동부평원지대가 최저지대로 522m 이다. 건성냉대기후로 전 국토의
80%가 목축지 이다. 또한 석탄, 구리, 원유, 몰리브덴, 텅스텐, 주석,
니켈 등의 광물이 풍부하여 세계 10대 자원 보유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항구가 없고 사회적 기반시설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
별 GDP 비중은 서비스업이 42.7%로 가장 높고, 주요 외화 획득원
인 광업이 28.2%, 농업은 18.8%를 차지한다. 그러나 농업부문은 고
용인구의 58.1%를 차지하고 있다.17) 1인당 GDP는 2,227달러이다
(IMF, 2010).
17) 몽골 할흐흘 시범농장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2011)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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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몽골의 경제성장 현황18)
(단위: 억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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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2010)

수도는 울란바트로(Ulaanbaatar)이며 행정구역인 21개 아이막
(Aimag: 道)과 솜 348개 (Soum: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러시아
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회주의 국가화 되었던 몽골은 1990
년 민주화 운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였다. 현재 정치
체제는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이원집정부제이다. 인민혁명당
(NPRP)은 가장 오랫동안 집권한 역사를 가진 정당이다. 1990년 이
전 75년간을 집권했으며 2000년도 이후에도 2005년 당선된 남바린
엥흐바야르 대통령이 집권할 때까지 집권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2009년 몽골 대통령 선거에서 빈곤층의 지지에 힘입어 민주당의 차
히야 엘벡도르지(T.Elbegdorgi)19)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18) 국내 총 생산은 명목 GDP 기준, 성장률은 실질GDP 기준
19) 2009년 5월 24일에 실시된 몽골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
마한 전 총리 엘벡도르지는 인민혁명당 엥흐바야르 현직대통령을 누
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인권보
호,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정의 사회의 구현을 강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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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은 우리나라와 인종, 문화, 언어적 유사성을 가진 국가로, 한
국이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거
점이 되는 국가이다. 또한 몽골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앞으로 한국의 에너지 자원 및 식량안보의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대상국이 될 것이므로 차후 몽골과의 교류는 확대되
고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② 한국의 대 몽골 ODA
한국의 대몽골 ODA는 1991-1994년간 총 15.08백만 달러(＄)를 지
원한 것으로 시작된다. 주요 분야는 연수원 초청, 전문가 파견, 봉사
단 파견 등이며, 사업별로는 개발조사사업 4건(1.08백만 달러), 프로
젝트 형 사업 14건(4.78백만 달러), NGO 지원 4건 등이다.
근래 한국의 대몽골 투자는 2005년 12월 현재 1억 1천만 달러에
이르렀다. 몽골정부에 등록된 한국 기업은 동년 현재 843개 기업이
있으며, 주요 투자분야는 무역, 요식업, 관광, 운송, 경공업, 보건, 이
용업 등으로 아직은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몽골
의 취약한 경제구조는 국제원자자재 가격 등 외부요인에 민감하기
때문에 산업기반 부족과 경제구조 취약으로 성장에 한계를 갖고 있
기 때문이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교역의존도가 높다. 또
한 인프라 부족으로 물자의 효율적 이동에 제약을 갖으며 외부 의
존적 경제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나 몽골의 주요 잠재력은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입
이 지속되고 있다. 끝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2006년 5월,
정부 간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MOU 체결, 2008년 4월 축산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체결, 동년 5월 동몽골 할흐골지역 농업
개발마스터플랜사업 체결 등을 수립된 바 있다. 또한 200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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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몽골 총리회담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몽골 ODA를 “2021
국가개발전략”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중점지원 한다는 것이며 동
몽골 농업개발 마스터 플랜(KOICA), 장학생 확대 등에 따른 지원,
황사방지와 고비사막화 방지책 등도 포함되었다. 한국정부의 부처별
지원 내역을 몽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과기부의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 교육부의 개도국 교육정보화 지원, 해외 한국학지원, 외
국인 장학생지원, 국제청의 국세청 공무원 교육 훈련, 노동부의 산
업안전보건공무원 초청 연수, 농림부의 축산물 개발 컨설팅, 문화재
청의 문화재 보존과학, 보건복지부의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지원, 산
림청의 사막화 방지사업, 산업자원부의 아시아중소기업 경영인 연
수, 외교통상부의 해외 한국전공 대학원생 장학제도, 한국어 펠로우
십 등이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분야 ODA사업을
시행중이며,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50여건의 사업을 지원하였
다. 2009년부터 세계식량농업기구(FAO)등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국
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농수산부 유관기관 ODA사업은 재
원규모가 120억원, 사업건수 20건으로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산림청 몽골황사 및 사막화
방지사업, 농어촌공사의 몽골 할흐골 농업개발 마스터플랜 등이 있
다.
한국의 대 몽골 ODA 지원은 KOICA와 수출입은행이 주가 되지
만, 그 이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는 강 유역 개발을, 경기도는 교육을, 강원
도는 새마을운동 경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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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한국의 대(對) 몽골 ODA규모

(단위: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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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11)

장기적인 안목에서 몽골이 동북아 국가라는 점과 몽골의 풍부한
자원을 고려하면 통신, 수송, 에너지 등 인프라 개선과 광물자원 개
발에 유상원조를 공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몽골의 인프라 개선 및 기간산업 육성은 물론 차후 한국기업의 진
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정재완 외, 2006).
③ 몽골의 새마을운동 공유사례
몽골에 새마을운동 경험이 공유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도부터이
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몽골에서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한·몽 국제교류가 시작된 때부터 제기되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새
마을운동 중앙회의 새마을사업 이외에도 비정부 기구로서 설립된
‘몽골 새마을회’ 또한 처음으로 한국 경기도지부의 새마을 회와 교
류협력 관계를 맺어 그들의 경험을 배워가면서 마을 진입로 구축,
우물파기, 마을회관 및 문고 건축, 교량개선, 양모공장 설립, 정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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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설립, 고등학생 및 대학생 봉사활동 등 여러 프로젝트 및 프로그
램들을 몽골에서 시행하였다. 현재 약 1,837명의 새마을회원을 가진
몽골 새마을 회는 몽골에서 기계은행, 가축은행, 농장, 비닐하우스,
새마을 정보센터 설립 등 많은 프로젝트를 한국의 지원으로 실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몽골과 같은 자체적인 새마을회가 조직된 사례
로는 콩고의 사례도 있다. 이 들 국가는 자체적으로 새마을 지도자
대회도 개최한다(정갑진, 2008).
새마을운동이 보급된 이후 몽골의 새마을운동은 울란바트로시 “게
르촌”(몽골식 주택) 및 시골의 생활향상, 시민의 편안한 삶,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국민 에게 수익원천을 마련해 주는 등의 활동에 특
별히 주력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몽골 새마을회의 2009년도
종합 보고서에 의하면 그 동안 한국과 몽골의 행정구와 도들을 서
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새마을운동이 진행되어왔다. 2004년부터 2008
년까지의 몽골로 추진된 새마을사업은 초기주관인 새마을운동 중앙
회, 경기도지부 이외에도 서울, 경기, 강원, 인천, 정선, 구미 등 13개
새마을운동 지부에서 총 67,9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다 (엥흐바
야르 오랑거, 2009: 43). 몽골 새마을중앙회에 따른 지금까지 몽골에
서 실시된 새마을운동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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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몽골에서 실시된 새마을운동

한국 측
실시지역
교류현황
공유기관
경기도
울란바트로 시
2004년 교류시작
새마을 회
날라이흐구
강원도 춘천시 몽골 우브스 도
교류협력
새마을 회
경상북도 구미시 몽골 수흐바타르도
2006년 교류시작
새마을 회
대구시
몽골 셀렝드 도
2007년 교류시작
새마을 회
경상북도 구미시 몽골 어브르헝가이
교류협력
새마을 회
새마을운동 중앙 몽골 어르헝 도
2008년 교류시작
회
기타 새마을운동 실시지역: 투브로 바양창드만군, 기추르트 마을, 울란바트
로시 생강하이르항 구역
출처: 몽골 새마을중앙회 홈페이지(2011)

또한 교육사업 역시 실시되었는데 지도자 교육은 국내외 교육훈
련을 통해 양성하며, 2010년 상황으로 한국에서 500여명 몽골현지에
서 1000명을 교육 시켰다. 새마을운동이 정착된 형태로 그린 몽골리
아 프로그램20)을 자체적으로 출범하였다.
(2) 캄보디아
① 캄보디아의 개관
캄보디아의 공식명칭은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이
20)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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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로서 현재 국왕은 2004년에 즉위한 시하
무니 (Norodom Sihamoni)왕이며 훈센 (Hun Sen)총리가 이끄는 캄
보디아인민당 (Cambodian people’s party)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아세안 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1인당 GDP는 2009년 미화 693.2 달러
로서 동남아시아에서 미얀마 다음으로 가장 낮다. 그러나 1998년 이
후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1인당 국
민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변 지역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캄보디아는 북서쪽으로는 태국과 접경하고, 북동쪽으로는 라오스
와 동쪽과 남동쪽으로 베트남과 접경하고 있는 국가로 181,035㎢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 주거는 농업에 의존해 있고, 그
관련 하부 구역도 마찬가지이다. 벼농사, 어업, 목재, 의류, 고무는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 품목이며 1970년대에는 면 생산이 유명하였
으나, 현재에는 면 생산이 없다. 2,000년도에 이르러서야 쌀의 자급
자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학교 등의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의 부
족으로 시외의 중·장년층의 교육률은 아주 낮다. 경제 구조는 후진
적이고, 전기가 매우 부족하다. 전기를 타이에서 수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 비용도 비싸다. 농촌 지방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 인간개발지수21)는 중간이고 문맹률은 높은 국가이다. 농민이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낙후된 영농 기술 탓에 농업
생산성이 낮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치로 새마을운동 보급을 핵심과제로 채택하였다.
한편 캄보디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긍정적인 이미지가 압도적 이다.22) 캄보디아 인들은 한국을 부유한
21)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22) 2010년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층화표집법(Stratified sampling)에
의해 표집된 999표본으로 작성된 조사에 따른다. 이 조사에서 “한국
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라는 진술에 응답자들은 86%의
높은 긍정률 (매우 그렇다 21.3%, 그렇다 64.7%)을 보였으며 부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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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민주화된 국가로 인식한다. 캄보디아 인들
은 90%이상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아시아 국가의 대중문화와 대비하여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도
에 있어서도 캄보디아 인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제품에 대한 호감도 상승으로
도 이어져 양국 교류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한국 동남아
연구소, 2010).
② 한국의 대(對) 캄보디아 ODA
대 캄보디아 ODA의 경우, 그 규모는 전체 대 캄보디아 ODA 공
여국 중 한국이 네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까지를 기준
으로 DAC의 국가들 중 일본의 캄보디아 원조액이 약 13억 달러로
전체 원조액의 35.7%를 차지라는 최대지원국이고 독일은 10%인 3
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하여 두 번째이다. 그 뒤를 이어 미국과 한국
이 약 2억 3천만 달러, 8천 6백만 달러를 지원해 세 번째와 네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1,7.%,전혀 그렇지 않다 0.2%)은 불과 1.9%로 전반적으
로 캄보디아 인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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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08년까지 대(對) 캄보디아 지원국 순위
(단위: 백만 달러, %)

1
2
3
4
5

순위

공여국

일본
독일
미국
한국
네덜란드

1308.9
368.0
229.0
86.0
28.0

금액

35.7
10.0
6.2
2.3
2.1

비중

자료: OECD QWIDS

한국의 대 캄보디아 ODA 현황은 2009년 기준 무상 600만 달러,
유상 8개 사업 누적 2억 2천만 달러이다. 캄보디아는 우리의 경제협
력 중점 대상국이다. 2008년 무상원조 규모는 1,300만 달러 우리의
무상원조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우리의 개발
경험을 살려 농촌개발 전략 및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측량기준
점 설치 등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지원해왔다. 캄보디아 훈
센총리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한 관심이 많고 벤치마킹을 원
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04부터 2009년까지의 대 캄보디아 새마을
운동을 공유한 바 있다. 현재는 시장경제 편입을 촉진할 증권거래소
설립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경제성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
으며, 신기술 분야에서 우리와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지
난 이명박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시 캄보디아의 개발 사업을 약속
한 바 있다. 캄보디아 농업의 발전에 있어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지
원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FC) 기본약정
개정을 통해 유상원조를 2012년까지 2억 달러를 제공할 것을 약속
하였다(손혁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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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국의 대(對) 캄보디아 ODA규모
(단위: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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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국제협력단 (2011)

캄보디아 국가전략개발계획을 감안하면 수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게 된다. 상하수도 공급, 가뭄 및 홍수 조절, 농공업 용수 공
급 등 경제․사회개발과 밀접한 주요 인프라 분야로서, 통상 사업규
모가 대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조건부 (Tide)원조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KOICA가 실시한 대 캄보디아 ODA 평가에서는 국가지원전략의
이원화, 원조시행기관간의 연계 부족, 사후관리체계 미흡, 원조사업
의 분절화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유․무상 연계사업 평가에서는
유․무상 연계가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되지 않고 수원국의 요청
에 의존해 추진된 점이 지적되었다.
③ 캄보디아의 새마을운동 공유사례
캄보디아의 새마을운동은 시범사업으로서 캄보디아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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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부가 주관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특정한 지방정부가 사업
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중앙공무원을 중심으로 사업과정에서 현장과
주관 부서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다.
캄보디아의 새마을운동은 시범마을 총 6개 마을로 2개 마을을 하
나의 지역사회 단위로 묶어 사업을 시행하였다. 사업의 내용은 소득
증대, 시설확충, 마을가꾸기, 보건위생 개선, 지역사회 개발 등 우리
나라 새마을운동과 유사하였다. 시범사업 주관부서에서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새마을 연수를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단위에서도 주민을
대상으로 새마을 교육을 확대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캄보디아의 새마을운동은 농촌종합개발 계획수립 사업
으로 명명되어 KOICA에 의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사업
이다. 캄퐁참 주 농촌지역 개발사업, 관개수로 기반개발 사업 등 가
시적인 시범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범사업에는 총 1.02만 달러
가 투입되었다.
캄보디아에 있어 농촌개발은 빈곤퇴치에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
이자 핵심 분야이다. 캄보디아 인구는 약 1,400만 명이며, 이중 농촌
인구가 85%를 차지하고 있다. 캄보디아 농업은 총 GDP의 30%와
총 고용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캄보디아 경제에 중요한 산업이며
농업생산의 변화에 따라 캄보디아 경제성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
조이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빈곤완화에 있어 농촌개발이 가장 중요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소진광, 2007).
캄보디아에서는 2008년의 시범사업 이후로도 새마을운동이 이어
지고 있다. 국제구호개발기구인 ‘한국재난구호’가 2011년 11월 캄보
디아 현지 적십자 본관에서 캄보디아 정부 측과 MOU(상호 협정체
결)를 체결하는 등 새마을운동에 대한 보급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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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수원국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Jeffrey Sachs 교
수는 “전 세계가 새마을운동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의
도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2004년부
터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KSP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하는 일종의 컨설팅
사업으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의 대표 모델로 꼽히며, 그 사업의 종
류가 200여개에 이른다. KSP가 국가개발에 관한 모델의 공유라고
한다면 새마을운동은 이 범주 안에 포함된 대표적인 농촌개발 프로
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은 기술공유가 주를 이루고
있는 농업개발(Agricultural Development)차원이 아닌 농촌개발
(Rural Development) 중심으로 그 위상과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ODA 프로그램으로 새마을운동의 공유는 수원국의 중앙정부에서
요청하여 공유되는 경우와 한국 정부 측에서 시행국가 선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리고 NGO 등 기타 자체적인 경로를
통해 공유되는 경우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중앙정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례들의 경우, 베트남은 새마을운동 방법론에 의한 농촌개발
정책을 2006년부터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스리랑카는
새마을운동을 스리랑카 형 모델로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고 방글라
데시의 꾸밀라 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강좌를 개최하고 방글라
데시 형 새마을운동을 구성하여 추진 중이다. 네팔 정부에서는 새마
을운동 방식을 적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안
을 구성중이다(한국국제개발협력단, 2011). 민주콩고는 국가 재건의
‘롤모델’을 196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산업 기반을 창조해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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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정하고 2004년부터 수도 킨샤사에 ’콩고 새마을 회’를 설립,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민주콩고의 새마을회원은 바콩고,
반둔두, 킨샤사 등 3개시도 18개 마을에 1075명 정도다.우리 정부는
민주콩고 개발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콩고인들을 국내로 초청, 새
마을운동 지도자로 양성했으며, 민주콩고 내 새마을운동 시범마을별
로 마을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 사업, 마을기금 조성 사업 등을 지
도하였다(박영호 외, 2010).
<표 6>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도입한 국가들

국가명
필리핀
콩고
몽골
마다가스카르
캄보디아
네팔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우간다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보급년도
2002
2004
2004
2006
2007
2007
2007
2009
2009
2009
2009

주요사업
우물, 돼지은행, 새마을센터건립
염소․돼지은행, 양어장, 내 농장 만
들기
마을길포장, 젖소목장, 양모공장
새마을회관, 마을안길, 암소은행
우물, 마을진입로, 암소은행
공동화장실, 염소은행, 양초제작공장
진입로 포장, 마을환경 정비
진입로 포장, 수박․채소농장
공동우물, 제빵공장, 양어장
마을 진입로 포장, 내 농장 만들기
내 집 만들기, 양계장

출처: ‘캄보디아 깨우는 새마을운동’기사 중에서 인용(조선일보,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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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ODA로서 새마을운동의 집행과정 분석
제 1 절 사례국 선정의 기준
본 연구에서 사례국의 선정은 우리나라의 10대 무상원조 국가 중
에서 선정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무상원조가 상위 10대 수원국에
44%이상 집중되어 있고 10대 수원국을 제외한 나머지 136개 국가에
지원되는 원조의 규모는 아직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지원되기에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10대 무상원조 국가 중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이
NGO를 통한 공유나 혹은 시범사업 등 어떠한 형태로든 공유된 바
있는 국가를 선정한다. 아프리카나 남미 등 동아시아의 문화와 확연
히 다른 문화권에 있어 문화적인 수용 반응이 매우 다를 것으로 예
상되는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과 비슷한 문화를 가진 아시아 지역의
국가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표 7> 2009년도 KOICA의 국가별 지원현황
(단위: 백 달러)

순위
1
2
3
4
5
6
7
8
9

국가명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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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원조 원조금액
71.098
59.720
59.571
49.358
43.239
42.711
37.272
36.459
35.272

10
페루
상위 10대 수원국
우즈베키스탄 등 기타 136개 국가
합계

33.948
469.648
576,176
1,045,823

자료: 김춘순(2010),‘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체계의 분절화 현상과 제
도적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몽골은 열악한 경제사정과 한국과는 다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
지만 지도 층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의 도
입을 희망하는 국가이다. 농업위주의 다른 아시와 국가와는 다른 전
략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새마을운동회가 생기는 등
비교적 잘 공유된 사례로 보인다. 때문에 성공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의 경우 극도의 빈곤국가라는 점에서 전후 한국의 경제
수준을 연상할 수 있다. 시범국가로 선정되는 등 비교적 우리 정부
가 적극적으로 사업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민의식의 성숙 부족과 열악한 행정체계로 인해 민관 신뢰구축이
어려운 국가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새마을운동 공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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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몽골 새마을운동 집행과정 분석
1. 몽골 새마을운동의 집행환경
1) 수원국의 경제적 요건
몽골 경제의 본격적 성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몽골은 1990년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시
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체제전환 국가 중 하나다. 체제전환 초기 몽골
은 구소련으로부터 받던 원조 중단과 제반 경제 관계의 혼란으로,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이는 체제전환
국가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겪은 이른바 ‘체제전환 불황’이라고 불린
다. 이러한 불황으로 몽골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야 1990년 수준을
겨우 회복할 수 있었다. 몽골도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것이
다.
1990년 이후 체제전환과 대외개방을 추진한 몽골 경제는 체제전
환 초기(1990~95년)와 경제 구조조정 가속기(1996~99년)를 거치면서
2000년 이후 이래 거시경제 안정화와 구조 개혁 시행으로 안정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몽골 경제는 체크,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을 제
외하고는 가장 빠른 개혁 속도와 성과를 보여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이룩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IMF의 평가에 의하면, 몽골은 체제전
환국가 가운데 경제적 충격을 비교적 적고 짧게 받았고 회복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으로 체제전환에 성공한 몽골 경제는
풍부한 자연자원, 민간부문의 성장,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을 배경
으로 2000년 이후 성장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2004년에는 모든 산업
의 고른 성장과 국제 광물가격의 급상승으로 10.7%라는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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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2004년부터 2008년 동안 몽골은 세
계에서 가장 성장속도가 빠른 신흥국 대열에 속하기도 하였다. 2005
년과 2008년 1인당 GDP는 969 달러에서 2,064 달러로 2.3배 상승한
셈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2개의 은
행이 파산하는 등 몽골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 2009년도 몽골의 실
질 GDP증가율은 전년대비 -1.6%로 크게 둔화되었고 재정적자도
GDP대 비 5.4%에 이르렀다. 정부의 은행 지급보증 등 중앙은행의
유동성 완화정책 등의 조치로 2009년에는 금융위기를 극복하였지만
짧은 시장경제의 역사로 시스템의 불안정을 보여준 셈 이었다.
몽골 경제는 또한 광대한 영토에 비해 적은 규모의 인구와 내륙
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 자원 부국, 대외 의존형 경제, 수준 높은
인적 자원 보유, 시장경제 경험 일천, 유목사회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광물자원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광물자
원개발의 성장견인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은 세계10대 광물자원부국이면서 80여종의 광물을 보유하고 있
다. 2004년에는 10%가 넘는 성장을 기록한 것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은 바가 크다. 2009년 기준으로 광업은 몽골 GDP의
28.2%, 총 산업생산의 64.6%, 수출의 80%이상을 차지하고, FDI의
56.3%가 집중되어 있는 분야다. 몽골의 주요 수출품은 광산물로 구
리, 금, 석탄, 몰리브덴, 형석 등 광산물과 캐시미어로 구성돼 있다.
구리 단일 품목이 총 수출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광물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몽골 경제는 광물자원의 국제가격과 국제수요
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이영재, 2010).
최근의 세계금융위기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결국
2009년 4월 1일 몽골은 IMF와 2억 2,400만 달러의 대기성차관협정
(Stand-by Agreement)을 체결하여 금융지원을 받게 되었다. 극빈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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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해 ADB와 WB의 도움을 받아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시행
하고 기본적인 주거환경 구성 및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10년
에 들어와서 몽골의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정책 노력으로 경제가 빠
르게 회복세 진입하였으나 아직 저소득국에서 벗어나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몽골은 국가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적 문제의 해결, 새천년개
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국제적 약속의 이행을 위해 중장기 국가정책
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2006년 새천년개발목표에 기초한 몽골의 국가발전전략이 입
안되었고 2007년 발표되었다.
몽골 정부가 2008년 승인한 몽골의 ‘2021 국가발전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NDS)’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4년간 경
제발전에 의한 국가의 인적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 경
제, 과학 및 기술을 활발히 발전시키는 광범위한 정책이다. NDS는
국제적 개발 흐름에 동참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
제성장을 통해 중위권 국가 수준에 도달 및 빈곤을 퇴치하여 인적
자원개발 및 국민 복지를 증진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 등 환경적 악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DS는 국가발전 전반에 있
어 밀레니엄개발목표의 성취와 인력개발이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
다. 또한 NDS는 1인당 GDP(국내총생산) 달성 목표를 2015년 5000
달러, 2021년 1만2000달러로 설정해놓았다. 최근 몽골 정부는 이 목
표를 2015년 7000달러, 2021년 1만4000달러로 수정했다.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고, 또한 자신감도 갖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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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잠정 집계한 2010년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몽골의 1인당 GDP는
2600달러 정도다. 몽골도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많은 어려움
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2009년에는 -1.6% 성장하면서 경제가 후퇴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은 당초 우려하던 것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몽골은 2010년 경제가 회복되면서 10% 내외
의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달러화 약세로 몽골 화
폐인 투그릭(Tugrik)화가 15%가량 평가절상 되었다. 결국 높은 성
장률과 자국 화폐의 평가절상으로 1인당 GDP가 크게 증가한 것이
다.
2006년 한·몽 정상회담 시 몽골 측에서는 몽골 개발을 위한 “2021
국가개발전략” 수립에 대한 한국 측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6년 말, 자문단을 파견하였고 2007년에는 동 전
략 수립에 관련, 몽골 전문가 초청 연수를 실시하였다. 2008년 초
몽골국회에서 승인된 “2021 국가개발전략”은 현재 실시중이다. NDS
의 목표 및 시행전략, 기대 결과는 2단계로 나뉘어 계획되어 있다.
즉 2007년~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및 활발한 국가 경제발
전을 도모하는 1단계화 2016년~2021년까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단계이다.23) 1단계기간동안 몽골은 MDGs의 목표를 완료하고 다음
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23) 에너지 경제연구원(2008), ‘경협 프로젝트와 연계한 포괄적 한-몽 에
너지 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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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몽골 NDS의 1단계 목표(2007년~2015년)

직업창출, 빈곤층 감소
영아 사망률 감고(2000년 대비 2/3), 산모사망률 감소(2000년
대비3/4), HIV 감염 통제 등 보건복지 강화와 초등학교, 중
등교육, 직업교육 등 교육여건 개선
전 국민에게 물을 공급하고, 수도의 2만-3만 호에 이르는 게
르 거주가구에 전력공급, 25,000가구에 개선된 주거환경 제
공
연평균 14%, 경제성장, 1인당 GDP 5,000달러, 제조업 분야
1단계
성장, 기술 발달 및 제품 경쟁력 강화, 석유 및 석유제
2007~2015년 4배
품 소비의 50%이상을 국내 생산으로 공급, 연간 관광객 100
만 명 유치
포장도로 8,000㎞ 달성, 고비 및 동부 지역 철도 네트워크
60%달성, 남-북 종간철도 복선화 70% 달성, 국제화물 200
만 톤 유치, 오지에 태양광/풍력 에너지 공급, 국내 에너지
자급 및 해외수출
타반톨고이와 오유톨고이 광산개발에 따른
1만-2만 명 규모의 현대도시 건설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2008)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2단계 동안에는 연평균 12%의 경제성
장, 1인당 GDP 12,000-15,000달러 달성, 세계 경제 중위권 진입, 부
가가치 산업발달, 연간 해외 관광객 2백만 명 유치, 농업 및 축산업
발달에 의한 식량 자급 및 수출산업화, 석유제품 전량 국내 생산으
로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대화된 수송·통신·에너지 인프
라 구축, 포장도로 11,000㎞ 달성, 고비 및 동부 지역 철도 네트워크
완성, 에너지 해외수출 확대를 기대한다. 최우선 순위는 인적 및 사
회적 발전이다. 2010년 0.622를 기록하고 있는 인간개발지수24)를
2021년까지 0.8에 이르게 함으로써 몽골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
24)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란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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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과 도시 간의 개발 격차를 현저히 줄이기 위한 지방 및
농촌지역 개발정책과 환경보호정책이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다.

2. 몽골 새마을운동의 집행내용
1) 새마을운동의 원형에 가까운 사업
몽골 새마을운동의 주요내용은 환경개선, 소득증대, 의식개혁 등
으로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드는 것이다. 1997년부터 개도국에
대한 본격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한 이후, 몽골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
태의 새마을운동이 소규모 이지만 추진되어 왔다. 주민참여 하에 마
을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사업을 실시하며 차후 모니터링
을 통한 평가로 사업을 완료하는 형태이다. 마을안길 조성, 생활환
경개선, 소득증대 등 가장 기본적인 새마을운동의 형태가 추진되었
다.
새마을운동 중앙회는 지난 2004년부터 몽골과의 새마을 협력 사
업을 8개 시군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이는 마을안길 포장, 공동우물·
새마을센터·새마을문고 설치와 같은 인프라 개발과 시범목장 설립,
재활용공장, 묘목장 등 소득증대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마을의 정비 사업이 실시, 비닐하우스, 울타리 보수사
업, 페인트 칠, 주변청소가 시행되었다. 어린이를 위한 마을 놀이터
와 쉼터를 설치하고 각 가구에 휴지통을 제공하였다.
또한 몽골의 새마을 회는 새마을교육 지원에 적극적이다. 현재 몽
골은 공무원 및 고위 공직자들, 나아가 정치 지도자들부터 교육을
시작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전 국민에게 애국심, 근면, 자조,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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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활화 하게 하는 정신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몽골 새마을회가
홈페이지25)에 밝힌 바에 의하면 지도자 교육은 국내외 교육훈련을
통해 양성하며, 2010년 상황으로 한국에서 500여명이 몽골현지에서
1000명이 교육을 받았다.
몽골의 새마을운동은 본래의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같이 모든 사
업은 주민의 공동체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마을 지역사회의 공동
체성은 벼농사와 같이 관개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나
이앙과 수확과 같은 협동 작업을 필요로 하는 농경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되며 몽골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유목사회에서는 그 기능
이 약화 된다. 유목민이 많은 몽골에서의 적용에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부분이다.

2) 수원국 특수의 사업
몽골은 유목에 의한 목축생산을 주로 하는 사회로 유목의 전통과
문화가 깊으며, 현재도 유목 업은 국가 최대의 산업이다. 유목 업은
가축생산가공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기초식량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몽골에서 진행된 새마을운동 중
에는 양모공장 건립과 같이 특수한 생산물을 이용한 소득증대 사업
이 진행되었다. 또한 유목민들의 전통적 가옥양식인 ‘게르’를 지원하
는 새마을운동이 초기에 이루어지기도 했다.26)
또한 몽골은 특수한 자연환경 때문에 몽골의 새마을회가 추진하
고 잇는 사업 중에는 ‘그린 몽골리아’ 사업27)이 있다. ‘그린 몽골리
25) www.shinetosgon.com
26) 김유혁(1991), 『새마을운동과 게르-모델 타운』
27) 그린 몽골리아 사업은 한국의 행안부와 새마을 중앙회가 추진하는 사
업으로 2010년부터 5년간 전국적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
으로 현재 1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 74 -

아’ 사업은 새마을회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많다. 이른바 수원국의 환경에 적합하게 변형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009년 이후 몽골정부는 농지개발과 농업육성을 위해 동 몽골의
광활한 평야를 농토로 바꾸려는 ‘할흐골’지역의 농업개발 사업을 추
진 중이다. 몽골의 경우 ODA의 요청사항으로 교육, IT, 농업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이 중시하는 농
업개발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원조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3. 몽골 새마을운동의 집행조직
1) 추진기관의 유형
2008년 몽골은 한국의 주요 무상원조 협력대상국이 되었으며
1,158만 달러를, 2009년 1,275만 달러를 지원한다. 2009년에만
KOICA 단원 73명이 몽골에서 활동 하였으며, 몽골 공무원 등 56명
이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았다. 2004년 11월 정부로부터 법인으로
등록된 자체 새마을회가 구성되었고 현재 몽골 새마을 회는 20개
지부 2800명 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농
촌 정착을 위한 자립의지를 키워나가고 있다.
2004년도에 시작된 몽골의 ‘새마을운동’의 적용은 비정부기구
(NGO) 차원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된 것이었고 당시에는 정부
가 국가발전과 관련시켜 크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발전한 NGO는 결국 새마을운동의 발전에 역할
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지역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관련된 행정구역 및 몽골 새마을 회, 한국 측 파트너와 삼자계약
을 맺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엥흐바야르 오랑거,2009).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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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현지의 NGO가 교류협정을 맺고 이에 따라 한국 측 새마을운동
사업 파트너의 지원금이 기초자재의 구입에 사용되면 나머지 노동
력의 투입과 부자재의 구입은 현장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새마을운동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NGO의 활동 방식은 현지에서는 외국의 NGO가 자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다 보니 현지주민들 사이에서 오해가 있기도
했다. 28)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몽골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문제로 지역의 주민들이 소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보다 심층적 연구를 위해서는 몽골전문연구자, 기타 전문가, NGO
등과 인문, 사회과학(한국 행정학회 몽골연구회 등)계의 적극적 활
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지부진한 국내 대졸 인턴십 프로
그램을 몽골 등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변경, 신설하여 적극 활
용하거나 유학생을 상호 교환하는 것도 주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2) 추진기관의 리더십
2004년도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몽골적용이 제의된 것은 한국
정부가 몽골의 광산개발 및 에너지 사업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됨
으로써 몽골과 보다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제의한 것으로 보는 시
각도 있다. 당시 여당인 인민혁명당(MPRP)도 ‘새마을운동’의 적용을
환영한 것은 한국으로부터 오직 원조사업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
고 할 수도 있다(2009,엥흐바야르 오랑거).
그러나 새마을운동에 대한 현 몽골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지방정부
28) 몽골인 들의 비정부 기구(NGO)에 대한 인식은 외국인과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것을 욕심내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엥흐바야르 오랑거,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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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마을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은 새마을활동을 배우고 참여
하라"고 관계 부처를 독려할 정도다.29) 실제로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은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몽골 대통령과 울란바트로 시 시장의 주도로 몽골에 7단체의 새
마을운동 관련 NGO를 초청하였고 각 NGO들이 울란바트로 시 7개
구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을 선정하여 1개월 동안 새마을운동 사업
을 전개하며, 각 마을 당 500만 투르그를 지원하였다(약 450만원,
2011.1). 이에 몽골 새마을 회는 날라이흐 구에서 울란바트로시 의
평균 가구소득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을하이천 3동을 선정하여 새
마을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여 지시한 새마을운동
은 일주일에 2회씩 대통령 비서관과 NGO의 장이 회의를 하고, 새
마을 사업에 대한 소개와 마을 발전방안에 대해 의논이 이루어졌다.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과 시에서 매주 대상
마을을 방문하고 감독하였고, 국영방송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
하였다.

제 3 절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집행과정 및 분석
1.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의 집행환경
1) 수원국의 경제적 요건
캄보디아의 경제적 인프라는 1970년대 내란으로 인해 붕괴상황까
지 갔었고 1980년대 초반 외교적 고립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멈추어
있다가 정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정책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29) 매일경제, 2011-6-7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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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경제성장이 가속화 되었다. 1991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
한 캄보디아는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나타난 2009년 전까지만 해
도 1998년부터 2008까지 10년 동안 약9% 이상의 성장을 계속해왔
다. 이 기간 동안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의 원조재개, 의류 수출 및
관광업 호조에 힘입어 2004년 10% 성장에 이어 2005년에는 13.4%,
2006년 10.8%, 2007년 10.1%, 등 4년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에는 인플레이션도 비교
적 낮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9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입은 캄보디아는 -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0년에
들어 경제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예전의 상승세에 비하면
그 경제성장의 수치가 현저히 낮은 편이다.
<그림 7> 캄보디아의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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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2011)

캄보디아는 연립정부 수립에 수반한 정부 고위직의 양산, 상원의
장의 축출과 같은 권력게임의 상존과 후유증 지속, 부정부패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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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다자간 섬유협정(MFA)에 의한 섬유 쿼터제 폐지(2005년 1월)에
따른 캄보디아 봉제 산업(캄보디아 경제의 40% 차지)의 위기,
WTO 가입에 따른 경제체제 개편과 국내법 정비 등은 반드시 극복
하거나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캄보디아 경제의 최대 현안
과제는 빈곤퇴치이다. 현재 전체인구의 43%가 UN이 정한 최저생계
선(1일 1달러로 이하 생활)을 밑돌고 있으며, 1일 2달러 이하로 생
활하는 인구가 전체의 78%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빈곤문제가 심각
하다(권경덕, 2004).
현재 캄보디아 경제의 성장엔진은 봉제와 관광분야이나, 캄보디아
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이 요구
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제조업 육성 및 막대한 투
자가 필요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취약한 재정구조상 공공투자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고 민간투자 역시 빈약한 기업환경으로
인해 일반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2)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과의 연계성
2004년 7월 수립된 캄보디아의 신정부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 및 빈곤감축에 초점을 맞춘 연립정부의 정책방향으로서 '
성장, 고용, 형평과 효율성을 위한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최우선 목표인 지속적인 국가 건설을
위해 ①평화, 정치적 안정 및 사회질서 강화, ② 민주주의수호, ③
인권존중 및 인간의 존엄성 증진, ④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개발보장
등을 강조 하였다. 특히 캄보디아 신정부는 주요 정책과제로 경제성
장 촉진, 고용창출, 국가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Governance Action
Plan)의 시행과 이를 통한 형평과 사회정의 보장, 빈곤감축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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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개발 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분야의 개혁 프로그램 이행
에 있어서 정부의 효율성과 유효성 제고 등을 추구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각전략은 바람직한 통치(Good Governance)를 위해 부정부
패의 척결, 사법개혁, 행정개혁, 군부개혁을 4대 핵심전략으로 설정
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4대 환경으로 ① 평화, 정치안정
및사회질서, ② 개발협력, ③ 건전한 거시경제 및 금융환경, ④ 지역
및 세계로의 통합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으로는 매년 연평균6~7%대의 경제성장 달성, 정부예산의 긴축운용
을 통한 한자리수의 물가상승률 유지, 외환 보유고 확대 등을 강조
하였다(이창재 외, 2010).
캄보디아는 또 WTO가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통합에의 참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ASEAN 회원국 간의 개발격차 해
소를 위해 ASEAN 통합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메콩 강 유역개발계획 (Greater Mekong Sub-region
Program),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 간 “3각 지대 개발
(Development Triangle Zones)" 프로젝트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전략적 성장을 위한 4대 부문으로 농업부문 육
성, 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창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능력 향상 및
인적자원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캄보디아는 이러한 사각전략에 기초하여 2001~2005년 기간의 제2
차 사회경제개발계획과 2006~2010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전략개발
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을 추진하였다. 캄보디아
의 제2차 사회경제개발 5개년(2001～2005) 계획 (SEDPⅡ)을 추진하
였는데, 주된 목표가 재정적자 축소, 연평균 6%의 GDP 성장, 제조
업과 서비스업 집중 육성, 빈곤선 감축(36%에서 31%수준으로) 등이
었다.
캄보디아의 주요 경제개발계획은 캄보디아 밀레니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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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DG), 국가빈곤감소 전략(NPRS), 사각형 전략(Rectangular
Strategy), 국가전략개발계획(NSDP)등 4개이며 이들 주요 경제개발
계획에 있어서 농촌개발을 통한 빈곤완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로 설정되어 있다(2008, KOICA).
<그림 8> 캄보디아의 주요 경제개발계획과 농촌개발과의 관계

출처: 한국국제협력단(2008), 「KOICA-ESCAP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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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의 집행내용
1) 새마을운동의 원형에 가까운 사업
캄보디아에 대한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은 아태지역 빈농의 자
조노력 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 및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아시아·태
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가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 제출하고 지원을 요
청한데서 시작되었다. 2001년에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
시하고 2002년 KOICA의 신규 사업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새마
을운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사업은 3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1개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중간에 네팔의 사업은 정
정 불안으로 미완료 종료되었다. 1차 시범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
까지 시행되었고 총 91만 5000달러 (USD)이 지출되었으며 이중
KOICA가 61만 5000달러을 지원하였다.30)
사업의 공식적 목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시범사업을 통해 농
촌빈곤 완화에 기여하는데 있었다. 이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의 목표
는 첫째, 농촌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마을부존자원, 정부서비스,
NGO나 민간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둘째, 농업생산이나 농외활동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 소득의 증가에 있었다.
캄보디아 사업의 내용은 우물설치 사업, 관개수로 정비, 도로정비,
지붕 개량, 부엌 설치 등 일반적인 새마을운동에 가까웠다. 원래 작
성된 실천 계획서중 상당 부분은 현지사정으로 인해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내용 변경은 수원국 사업담당기관인 농촌개발부(MRD)를 거
30) 2008, 「KOICA-ESCAP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 사후평가 보고
서」 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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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관련 기관의 승인이 이루어졌다. 소득증대를 위해 암소은행을
만들었고, 새마을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도자교육은 주민들에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 마을임을 알려주고, 새마을운동정신인 근면, 자조, 협
동의 정신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소규모 사업을 다수 시행
하다 보니 사업이 마을공동자산을 형성하는 마을 인프라 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보다는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들에 치중되었다는 평
가도 있다.
정신계발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에 더불어 지도자를 국내로
초정하여 지도자 교육을 받게 하였다. 분임토의를 통해 현지에서 발
견되는 문제점에 관한 해결사항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가지
도록 하였다. 시범마을인 캄퐁투날 마을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추진하였다. 소난차이 마을은 생활환경 개선사
업으로 수문 2개소를 설치하였다. 진입로·가축은행·주택개량·우물·수
문 설치 등에 지원받았다. 베트남 전기회사를 통해 마을로 전기를
끌어왔다.
<표 9> 1차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중 캄보디아에 실시된 내용

Kampong Cham
Koh Kong Province
Province
Kampong O’Back
Tom Nup
Trop commune
Seila Rotesh
commune
commune commune
Rong Phum Prasa Trapain
Prey
Domrei Thmey m g Snor Thmei Praseth
소규모여신
×
×
○
○
×
×
cow bank
○
○
×
×
○
○
관개수로 정비
×
×
○
○
×
×
관개도로 정비
×
×
○
×
×
×
지붕 개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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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 설치
화장실 설치
우물 설치
마을 미화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KOICA (2008)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고 일부 계획에 있
어서는 초과달성하기도 하였다. 사업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에 대해 64%가 보통, 28.9%가 높음, 3.5%가
매우 높음을 선택하였다. 사업 활동별 목표 달성 수준에 대한 설문
에서는 소규모 영농자금, cow bank, 관개수로 정비 등의 순으로 사
업의 목표달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부엌개량이나 화장실
설치사업이 주는 편의성 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활
동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2008,
KOICA). 개별사업을 통한 시설물 완성도와 적합도에 있어서 캄보
디아는 건축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주민
들은 사업성과에 대한 혜택만을 취하게 되었고 주민의 사업 참여도
가 동일한 시범사업 대상국이었던 라오스에 비해 다소 떨어졌지만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판단하였다.

2) 수원국 특수의 사업
캄보디아의 경우 암소은행(Cow Bank)과 같은 소규모 여신 사업
이 잘 시행되었다. 소규모 여신에 대한 경험 및 주민의 인식부족으
로 인해 cow bank 사업으로 변경·실행한 마을도 있었다. 그러나 새
마을운동 시행 2년차부터 3모작을 시작하였고 캄퐁트날 마을 사람
들은 늘어난 소득 중 일부로 마을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다. 콕 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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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에는 돈이 없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 볍씨 사기도
힘들었다."며 "마을 기금이 생겨 누구든 쉽게 돈을 빌린 뒤 농사를
지어서 갚을 수 있게 되면 더 빨리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요청사항은 첫째, ODA를 자국의
국가전략 발전계획(NSDP)에 따라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
문은 두 가지 성격을 갖는데 하나는 공여국 위주의 목적(거버넌스
등)이 아닌 자국의 발전 계획에 필요한 수원국 위주의 ODA를 원한
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여국의 간섭 등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것
이다. 캄보디아가 개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업 분야로서는 농촌개
발 사업에 대한 ODA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문 역시
캄보디아의 NSDP와 부합하는 방향이다. 둘째, 캄보디아는 수원국의
필요에 따라 원조를 제공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선진 공여국처럼
원조에 조건을 붙이거나 예산운용에 대한 감시 등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캄보디아는 신공여국인 중국의 원조 방식을 환
영하고 있다(손혁상,2010).

3. 캄보디아 새마을운동의 집행조직
1) 추진기관의 유형
캄보디아에 시행된 2006년의 1차 새마을 시범사업은 3개 사업단
위 6개 마을로 새마을운동 방법론을 기반으로 방법론의 적용을 위
한 수원국의 역량 배양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해당지
역의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주민들이 사업비 일부에 추가적으로 기
여하였다. 수원국의 사업실시 기관은 캄보디아 농촌개발부(MRD: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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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는 캄보디아 농촌개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약 180만 달러를 투입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현장조사, 정책 검토, 캄보디아 정부관계자들과의 협의, 시범 프로그
램 발굴 등을 수행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는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참가했으며 이들은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캄보디아 현실에
접목시켜 현지에 적합한 전략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캄보디아의 경우 대규모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이 KOICA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KSP등 한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가 많았다. 한국의 지역 새마을 회 차원에서 시행해온 소액지원31)도
다양하지만 그 경우에도 KOICA의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에서 시행하
였던 집행내용과 유사한 소규모 사업을 시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회와 유사한 조직을 설립
하기 시작하는 등 수원국에서의 인지도도 높다고 본다.32)

2) 추진기관의 리더십
2009년 캄보디아 프레이벵도 쁘라싸닷군 캄퐁투날 마을과 소난차
이 마을이 시범마을로 선정되었고 ‘저개발국가 새마을협력사업’을
전개하였다. 시범마을은 기존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던 마을을 중심으
로 총 9개월간 현지 새마을교육을 이수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개
되었다. 시범사업의 사업계획은 캄보디아의 경우 외무부가 총괄 기
획하였고 사업의 수행은 농촌개발부가 하였다. 사업비 진행의 경우
31) 2010년 대전 새마을회의 새마을공동 샘터를 설치사업 등 그 외 인천
시, 동작구, 경북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새마을운동의 명칭아래 다양
한 소액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의 분절화가 크다(국재개발협력 평가결과
에서 인용, 2010)
32) 국제개밯협력위원회의 ‘2010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에 따르면 몽
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콩고, 우간다에서 우리 새마을운동 중앙
회와 유사조직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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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권을 갖고 있으나 사업지역의 새마을운동 추진위원회(SC)
의 추천과 승인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지역 단
위로 촉진자와 서기를 임명하고 촉진자와 서기들은 각 사업 지역
단위에 조직된 새마을운동 위원회와 접촉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
였다. 캄보디아에서 시행한 새마을 시범사업들은 새마을 교육을 통
한 현지 공무원 및 마을 지도자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KOICA는 캄보디아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사업 외에
도 ‘주민자치’를 강조해 농촌마을 자치조직인 ‘마을개발위원회
(village development committee)’를 설립했다. 새마을운동의 자조정
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개발위원회는 다양
한 사업을 하게 되었다.

제 4 절 소결
첫째, 집행환경에 대해 대상 국가를 비교해보면 몽골의 경제적인
환경은 과거 한국에서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일어나던 시기와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주요 수출품이 광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수출중
심의 산업구조, 국민의 대다수가 유목민인 점은 한국과는 다르다.
캄보디아의 경우 오랜 시간 더딘 경제성장을 보였고 국민들의 낮은
교육수준과 부족한 자원이라는 경제성장의 면모를 보이기 이전의
한국과 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농업중심의 공동체 사회라는
점이 새마을운동이 시행되기에 매우 적합하였다. 국가개발계획의 측
면에서 몽골은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에 의해 국가개발 장기 전략
을 구축하여 그 실행과정에 있는 국가이다.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정부의 먼저 부정부패와 뇌물 등의 문제를 극복할 것을 꼽는 시각
이 크다. 그러나 국민의 정신개혁부분 만큼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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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새마을운동의 집행내용과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
의 경우는 국가개발계획을 농업개발 중심으로 국가의 성장을 도모
하고 있다. 농촌사회의 개발을 통한 절대 빈곤의 탈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새마을운동의 집행과의 연계성이 매우 크다.
둘째, 집행조직의 측면에서 보면 추진기관의 경우 몽골은 몽골 현
지의 NGO가 교류협정을 맺고 이에 따라 한국 측 새마을운동 사업
파트너의 지원금이 기초자재의 구입에 사용되면 나머지 노동력의
투입과 부자재의 구입은 현장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새마
을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새마을운동의 도입부터 실행까지 NGO의
역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관민주도
형으로 수원국의 주민들을 조직화하였다. 그러나 기존 조직인 마을
개발위원회가 새마을추진위원회와 겹치는 등의 문제는 있었다. 하지
만 이와 같은 정부주도형 모형이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더욱 비슷한
면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기관의 리더십을 비교해보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현 몽골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의 새마을운동은 캄보디아의 상황에 비해 지도층의
강력한 추진력을 보였다. 이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정치구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33) 그러나 단순히 원조를 더 받기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과 저소득층의 지지를 발판으로 당선된 현 대통령
의 정치적 입장을 위한 목적성이 다분하다는 반대의 의견도 있다.
33) 노벨상 수상자인 스웨덴의 경제학자 군나르 뮈르달은 국가를 경성국가
와 연성국가로 나누었다. 경성국가는 스스로 결정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인 반면 연성국가는 그런 능력이 없는 국가이다. 뮈르달은
연성국가의 대표적 예로 50~60년대의 인도를 들고 그것이 인도의 근
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했다. 인도가 연성국가라면 대표적 경성국가로는
중국을 떠올리게 된다. 중국은 한번 결정한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시
행이 된다. 근자에 인도도 고도성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만큼 외부의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인도의 연성국가 적 성격 때문이
다. 중국과 인도의 국가 성격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의
정치가 권위주의인데 반해 인도의 정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이제
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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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경우에도 지도층으로부터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요청이
있지만 이미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농촌개발 프로그램등
개발 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크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
다. 또한 마을 새마을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사업성과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셋째, 집행내용에 관련하여 몽골과 캄보디아 모두 새마을운동의
본래고유의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프라,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새마을 교육이 그것이다. 생활환경개선면에 있어서는
각 국가의 사회적 특성에 따랐고 소득증대 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적
특징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였다.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몽골의 정치세력 및 NGO가 적극적인 홍보
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보급하려 하고 있고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잘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새마을 교육을 시
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경사회의 마을중심 문화가 부족한 점, 유목
민이 대다수인 인구구성, 열악한 기후 등의 요건으로 가시적인 성과
를 내기에 어렵다. 대다수의 몽골의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가 정신
적 계발을 강조하는 방면으로 끝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
면 캄보디아는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원조를 받고 있는 최빈곤 국
가이다. 새마을운동 자체에 대한 신뢰도나 기대감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34) 가시적인 성과부분이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KOICA의
전문가 파견 평가에서도 목표달성에 4점(5점만점)을 달성하였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집행과정상 집행환경의 요인이 다른 무엇보다
큰 변수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34) KOICA-ESCAP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후 현지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사업 활동의 목적과 마을문제 해
결의 적절성에 대해 80.7%가 보통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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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최근의 원조는 그 효과성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거듭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조의 효과성의 제고에는 수원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노력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의 결실로
파리선언이 선포되었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 방식의 원조의 중요성
이 강조되는 등 원조에 있어서 방법론이 중요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파리선언에서 프로그램 기반의 원조(PBA)의 결정근거가 되는 여
러 항목은 원조양식에서의 활용으로 원조 체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수원국 예산 및 공공 재정관리 체계의 사용을 요하는
항목과 관련, 우리의 인력과 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기술협력과
한편으로 수원국의 공공 재정관리 체계를 사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는 프로젝트만으로는 우리가 PBA를 완전히 도입하
였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다시 말해, PBA의 완전한 도입을 위해서
는 앞으로 수원국의 재정 시스템 활용을 통한 이들의 개발관리 역
량강화와 주인의식 제고 측면을 고려, 순차적으로 그 범위와 예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선진공여국은 IT, 농업분야 등의
섹터별 접근이 아니라 주제별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원조를 시행하
고 있다. 파리선언에서는 원조조화를 위해 2015년까지 66%의 원조
를 PBA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원조로써 개발도상국에 공유되는 새마을운동 사업은 크
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새마을운동 자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초청연수 프로그램이다. 새마을운동 자체에 대한 이해를 교육
하여 저개발 국가의 공무원부터 수요국가의 관계자에게 새마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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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경이나 추진과정, 개발성과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둘째, 정책
컨설팅, 개발조사 사업을 활용하여 구체적 사업을 지원하여 공유하
는 방법이다. 한국의 KSP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은 대표적인
농촌개발모델로 자립의지 및 의식개혁 요소와 물리적 개발 요소를
개도국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개도국의 정책과 추진방향에 접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대상에 대한 정책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셋째, 새마을운동에 기반을 둔 농촌개발 사업이다. 실질적인 인
프라 개선과 기술협력을 위해서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사업을 실
시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연구에서는 현지 개발에 중점을 둔 시범사
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농촌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는 원조의 정책집행에서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 정
책집행에서의 변수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
던 경험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부분이다. 집행환경과 관련해서는
수원국의 경제적 요건과 경제개발계획의 존재여부와 정도를 분석의
기준으로 한다. 경제개발계획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 구축해 놓았
는지 또, 수립된 개발정책이 새마을운동과 얼마나 목적에 일치부합
하는지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의 개발경험에서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집행조직이라는 변수를 파악한다.
새마을운동을 현지에서 시행하게 되는 집행의 주체를 파악하고 그
주체가 대상자들을 이끄는 리더십 정도에 대해 달라지는 결과를 알
아보았다. 한국의 사례에서도 새마을운동은 관주도의 사업이었던 만
큼 리더십은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셋째, 수원국에서
실시된 사업의 집행내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새마을운동의 원형과 가까운 사업이 실시된 내용과 수원국의 요청
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한 수원국 만의 특수한 사업이 실시된 경우
그 내용을 비교하여 보았다. 이러한 집행요소의 차이가 집행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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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리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구의 결과, 국가가 가진 환경
적 차원의 요건이 기타 정치적·사회적 요건 보다 더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정치세력 및 NGO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보급하려 하고 있고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잘살 수 있
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새마을 교육을 시행하고 있
다. 하지만 농경사회의 마을중심 문화가 부족한 점, 유목민이 대다
수인 인구구성, 열악한 기후 등의 요건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
어렵다. 대다수의 몽골의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가 정신적 계발을
강조하는 방면으로 끝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캄보디아
는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원조를 받고 있는 최빈곤 국가이다. 새마
을운동 자체에 대한 신뢰도나 기대감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35)
가시적인 성과부분이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KOICA의 전문가 파
견 평가에서도 목표달성에 4점(5점만점)을 달성하였다.
국제적 원조규범을 존중하면서도 선진국들의 전통적인 원조방식
과는 차별성을 지니며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원조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한국형 ODA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ODA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원조에
관한 국제규범과 부합의 정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총체적 개
발경험의 특수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한국
형 ‘잘살기 운동’으로 개발도상국에 뿌리내리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공여국인 우리나라에서 보다 발전된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35) KOICA-ESCAP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 사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후 현지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사업 활동의 목적과 마을문제 해
결의 적절성에 대해 80.7%가 보통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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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미국 하와이대 마이클 더글러스 교수는 ‘새마을운동, 그 역사와
현재’라는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 최소 70개 나라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자국 경제개발 모델로 채택했다는 발표가 있다”면서 “그러나
각국에서 벌어지는 새마을운동은 아직 실험적 단계”라고 평가했
다.36) 아직 새마을운동은 공유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발걸음 시작하
는 분야임을 명시하는 대목이다. 한국은 DAC의 회원국으로서 또한
신흥 공여국과 전통 공여국의 가교로서, 국제사회는 한국이 국제원
조사회의 아젠다를 형성하는데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러한 국제적 기대와 책임 속에서 한국 ODA의 성공적인 개발과 수
행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브
랜드로 떠오른 새마을운동에 대한 자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차후 새마을운동의 호응도 및 프로그램화 작업을 거친 뒤에는 총
원조규모의 증가분 중에서도 새마을운동의 시범사업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시범사업 확대 후에는 현지적응을 지원하고
보급과 확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수여국의 자체적인
새마을운동의 확장으로 한국은 ODA취지달성 및 국가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ODA가 한국의 경험을 판매하여 수출하거나 한국의 기업
들의 수주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
라서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은 원조목적에 대한 공유, 원조사업
에 대한 이해, 그리고 원조주체간의 명확한 역할설정을 바탕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국익을 위해 개발협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36) 2011년 10월13일에 개최된 ODA 서울국제회의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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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한다고 가정해도, 여기서의 국익은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
라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시각에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도움에 보답하고 국가위상에 걸맞게
지구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OECD
DAC회원국이자 G20 의장국이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위상에 맞는
국제적 기여가 필요한 때이며, 지구촌의 빈곤해결과 협력발전에 적
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험을 거울삼아 단
순한 재정적인 지원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발전
의 경험을 각 국가에 맞추어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개발경험
을 토대로 한국형 발전모델을 재정립하여 원조시스템을 개선할 필
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
현장연구가 아닌 보고서와 문헌에 의한 연구라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시간적으로도 아직 최초의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채 10년
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는 불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이라는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아주 작
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사업에 초점을 두어 설명함으로써
한국이 원조 수원국에 제공 할 수 있는 기타의 사업과의 연계성까
지 고려하지는 않았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어온 급수사업이나 IT지
원 사업과 같이 새마을운동 사업과도 연계시켜 충분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만 깊은 논의는 배제시켰다. 그러나 총체적인
새마을운동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차후에는 시대에 맞추어 변
화되어 나타나는 수원국의 요청 사업까지도 새마을운동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다소 정치적이고 간접적인 입장에서 쓰여 수원국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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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 새마을운동의 집
행비교이기 때문에 수원국의 입장에서 본 집행과정은 충분히 반영
되지 못하였다. 수원국 측에서는 공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
한 정책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나 개선사항을 게시하지 않았고, 지금
까지 실시된 설문조사도 대체로 제공자인 한국 측에서 실시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보를 배경으로 연구를 하여 수원국
의 입장이 다소 고려되지 못한 부분은 이후의 연구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질적 연구이기에 계량적이고 경제학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정책 이론적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로 정확한
산술적 통계의 관점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 부분은 주체기관에서도
꾸준한 관측과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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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Community Movement
as the ODA policy
-The case of Mongolia and Cambodia
Kang, Jiun
Public Poic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had experienced the unusual rapid growth and
development, and 1970’s government policy ‘New Community
Movement’ made a great contribution. Today, the significance of
the New Community Movement is highlighted by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 as the driving force and
good ODA model that enabled Korea to reach the current
developed status from the least developed status. Therefore, the
demands and interests of this model are increasing by the
un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Korea, as a member of DAC, needs to better recognize the
position and role and further develop the New Community
Movement suitable to other countries under the strategic plan to
share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In this research,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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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of Mongolia and Cambodia where Korea’s ODA projects had
been implemented, the New Community Movement
implementation process was analyzed to guide and help the model
developing procedure.
This research considered and analyzed three elements of the
policy implementation, implementation environment, organization
and contents. These variables were once considered as important
factors during the new community movement in Korea.
In conclusion, Mongolian political power and NGO have
advertised this movement to deliver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y have implemented the education program of the new
community movement to implant self-confidence in people.
However, it is difficult to make the visible performance due to a
lack of the community centered culture, a nomadic life, and an
inclement weather. It is worth notable that most of the new
community movement studies of Mongol are limited on the
emphasis of mental development. However, in Cambodia, it has
been proved that the visible performance of new community
movement is great, regardless of their low trust and expectation.
Cambodia is also a one of the poorest country that is receiving
various international aids. Therefore, it is found that, in
short-term, the implementation environmental factor made a great
influence and contribution.
In order to boost the effect of the policy, the efforts of both
supporting and supported countries are crucial. As a result, there
has been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and the
importance of the aiding methodologies is growing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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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Therefore, at this point, Korea also needs to
develop the ‘New Community Movement’ as an official policy
model.
Keyword: policy implementation, Saemaul Undong, New
Community Movemen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id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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