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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화와 급속한 도시인구 증가

가 기존 도시의 인프라, 환경 및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도

시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사업은 도시지역의 경제성장

및 빈곤 감소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방설아, 2015).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SDG)와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을 제시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도시 인

프라 개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개발도상국의 ODA 배분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오

랜 기간 동안 ODA의 배분 결정 요인에 관하여 분석해왔다. 1970

년대부터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공여국의 이

해와 수원국의 필요 (Donor’s Interests and Recipient’s Needs) 이

론’을 바탕으로 진행 되어왔다. 하지만 ‘공여국의 이해와 수원국의

필요 이론’은 수원국의 현 상황에 맞는 적합한 ODA의 지원 결정

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개발도상국

의 상황과 특징에 따라 개발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Maslow

가 제안한 ‘욕구단계설’의 기본 이론을 착안하여, 수원국 관점에서

개발의 필요성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낮은 수준의 욕구가 먼

저 충족되고 나면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필요로 함을 가정 하였

다. 본 논문은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매슬로우의 ‘욕구단

계설’의 적용을 통해 KOICA 도시 인프라 개발사업 ODA의 수원

국 선정 기준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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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 따르면 KOICA ODA의 총 금액은 1인당 GDP가

낮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이 되어있고 그 중에 경제수

준이1단계(1인당 GDP<2,000달러)인 국가가 많은 아시아와(11개국)

아프리카(17개국)에 더 많이 지원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별 지원 현황은 공공행정∙교육∙농림수산∙보건의료

사업만 해당되고 도시 인프라(기술환경에너지)사업은 제외다. 도시

인프라 사업은1인당 GDP 높은 국가에서 ODA의 비중이 높게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주로 중동, 아시아 및 중남미에 상대적

으로 많이 배분되었다.

공여국 관점에서는 ODA 지원은 수원국간에 무역(수출)거래가

정(+)의 영향을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수출금액이 많은 지역에

ODA 배분 비중이 높게 나왔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도 KOICA

ODA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국제시장

에 도시 인프라 개발사업에는 단순한 수출금액보다는 수원국과의

물자∙기술∙인력수출이 가능한 해외건설 사업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결과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KOICA ODA 배분 과정은 수원국의

필요성과 공여국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사업지원 형태로 진행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개발사업의 선정은 Maslow의 ‘욕

구단계설’와 같이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이 낮은 국가에

는 생리적 욕구(Basic Services)사업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소득이 높은 국가에는 안전적 욕구(Effective

Infrastructure)사업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또는, 공여국의 이

익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무역거래∙해외건설수주와 정(+)의 영향

을 보여주면서 자국의 경제적인 발전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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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ODA 배분에 관한 제반 연구는 수원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

하지 않고 분석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원국의 필요’를 파악하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수원국의 경제적 발전 단계에 따라 개발

의 필요성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고려

하여 ODA 지원 배분 결정 요소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

서 타 연구와 구별되며, 의의를 갖는다. 향후 본 연구가 기초가 되

어 ODA의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 KOICA, 공여개발원조, 수원국의 필요, 공여국의 이해,

다중회귀분석, 인프라개발

학 번 : 2016-2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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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세계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속한 도시화는 역사상 가장 큰

성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 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UN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향후 13년 동안 10억 명이 증가

할 것이며 2030년도에는 86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50년도에는 98억 명으로, 2100년도에는 112억 명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의 도시에 집중 될 것으로 전망한

다(UN, 2017).

그림 1 세계인구 현황 및 성장 예측 (1950-2100)
자료: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2017),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도시화와 급속한 도시인구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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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5

ODA 696 816 1,324 1,755 1,915

ODA/GNI 0.07 0.1 0.12 0.13 0.14

기존 도시의 인프라, 환경 및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도시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사업은 도시지역의 경제성장 및 빈곤 감소의 중

요한 역할을 해왔다(방설아, 2015).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와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을 제시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도시

인프라 개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1995년도에 한국은 수원국 목록(Recipient Countries List)에서 제외

되었다. 2010년도에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가입을 계기로 국내에서 ODA에 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ODA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정

책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총 국민소득(National Income) 대비 ODA 비율(ODA/GNI)은

2015년 0.14%로 전체 29개 DAC 회원 중 16위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으나 2020년까지 ODA/GNI 비율의 목표치를 0.20% 달성으로 설

정하였다(구정우 외, 2011).

표 1 KOICA ODA 지원 현황(순지출기준)

(단위: 백만달러, %)

자료: KOICA 포털 홈페이지 재인용

이러한 가운데 국내 ODA 지원 규모는 일부 지역에 편중 되어있다.

지원의 전반적 배분보다 중점지원국을 선정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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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에 ODA 지원을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DAC 회원국들의 ODA 지원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집중되어 있

는 형국이다.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 한국의 지원 배분은 세계적

인 ODA 지원 배분의 동향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구정우 외,

2011).

개발도상국의 ODA 배분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오랜 기

간 동안 ODA의 배분 결정 요인에 관하여 분석해왔다. 1970년대부터 수

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공여국의 이해와 수원국의 필요

(Donor’s Interests and Recipient’s Needs)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 되어

왔다. 하지만 ‘공여국의 이해와 수원국의 필요 이론’은 수원국의 현 상황

에 맞는 적합한 ODA의 지원 결정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효율적

인 지원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특징에 따라 개발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Maslow가 제안한‘욕구단계설’의 기본 이론을 착안하였다. ‘욕구단계설’에

따르면 수원국 관점에서 개발의 필요성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낮은

수준의 욕구가 먼저 충족되고 나면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필요로 함을

가정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의 적용을 통해 KOICA 도시 인프라 개발사업 ODA의 수원

국 선정 기준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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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효과적, 책임성, 표용성을 갖춘 제도 구축

교육 경제성장 및 빈곤퇴치의 기본조건

기술환경에너지 물, 에너지, 교통, 과학기술혁신(도시인프라사업)

기타 기타 사업

농림수산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과 지역 주민의 포괄적

웰빙이 보장된 삶

보건의료 건강하고 존엄한 삶 보장

1.2 연구의 범위 및 흐름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한국의 수원국에 대한 ODA를 고려하였고 분석대상은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KOICA 무상원조 사업 중 데이터가 허용되

는 범위로 한정하였다. 기간 내에 구득할 수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

남미 및 중동에 위치한 53개국으로 분석을 시도하였고 각 사업의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 진행 하였다.사업의 형태는 KOICA 분류 방식 기반

으로 설정하였고 공공행정, 교육,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보건의료 및

기타사업으로 연간 ODA를 배분하여 분석 하였다[표 2].

소득에 따른 구분은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1인당 GDP 자료를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하였고, 이를 수원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분류

하였다. 또한, 도시화 속도 및 도시내 슬럼인구에 따라 인프라 사업의 수

요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원국의 도시화 속도 및 슬럼인구 변

화율을 분석에 설명 변수로 투입하였다. 국제거래와 관련된 수원국의 수

출액과 해외건설수주비용은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에 거래된 연총금액으

로 사용 하였다.

표 2 KOICA 무상원조 사업형태

자료: KOICA 포털 홈페이지 재인용(http://www.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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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Afghanistan, Bangladesh, Cambodia, China, Fiji,

Indonesia, Laos PDR, Mongolia, Myanmar, Nepal,

Pakistan,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Vietnam

아프리카

Algeria, Benin, Cameroon, Congo Dem. Rep., Cote

d'Ivoire, Egypt Arab Rep., Ethiopia, Ghana, Kenya,

Libya, Morocco, Mozambique, Nigeria, Rwanda, Senegal,

South Africa, Sudan, Tanzania, Tunisia, Uganda,

Zimbabwe

중남미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자메이카, 파라과이, 페루

Bolivia, Colombia, Costa Rica, Ecuador,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Jamaica, Paraguay, Peru

중동
Azerbaijan, Iraq, Jordan, Tajikistan, Turkmenistan,

Ukraine, Uzbekistan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TOTAL

1단계 11 17 1 3 32

1-2단계 1 4 2 0 7

2단계 6 4 9 7 26

2-3단계 0 0 2 1 3

표 3 분석대상 국가 목록

표 4 수원국의 경제발전수준 현황

(단위: 개국)



- 6 -

1.2.2 연구의 흐름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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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연구 고찰

도시 인프라 사업에 대한 ODA 지원의 효과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한국의 ODA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

다. 도시 인프라 ODA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는 대부분은 Harrod-Domar모형, Cobb-Douglas 모형, Solow 경제성장

모형, Endogenous Economic Growth(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통해서

도시 인프라 ODA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Aschauer(1989)는 Cobb-Douglas 모형을 활용하여1949년부터 1985

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함수 분석방법을 통해 경제성장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공공 인프라 시설은 지역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Aschauer의 연구는 이후 연구에 많은 영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원종준, 2013; L. Roller and L.

Waverman, 2001). 원종준(2013)은 Solow 경제성장 모형을 활용하여

1970년부터 2009년까지 인프라 ODA 지원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경제활동인구 1인당 인프라 ODA가 1%가 상

승하면 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는 0.0105% 만큼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기홍(2015)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수원국의 도

시화정도가 자본탄력성과ODA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Hansen

의 패널문턱모형(Panel Threshold Model)을 통해서 ODA 효과제고방안

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ODA 예상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

석은 ‘자유주의적 모델’과 ‘현실주의적 모델’을 적용하여 진행되어 왔다.

‘자유주의적 모델’은 수원국의 ODA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선진국이 개

발도상국에 제공하는 ODA는 빈곤퇴치(end of poverty)를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함을 설명 하고있다. Gates and Hoeffler(2004)은 북유럽 국가들

이 개발도상국에ODA지원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는

해당 국가의 빈곤 퇴치, 민주주의 확립, 그리고 인권(human rights)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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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였다. Stein(1998), Hook and Zhang (1998)은 일본의 ODA 지

원과 무역거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정우, 김대옥(2011)은 ‘수원국의

필요공여국의 이해’두 가지 모델을 적용하여1989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국제적인 흐름과 달리 한국의 경우 ODA

배분 과정에서 잠재적인 수원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원종준(2013)은 한국과 잠재적 수원국 간의

무역액 및 수원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액이 ODA 공여에 대단히 중

요한 결정 요소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

ODA 배분에 관한 제반 연구는 수원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원국의 필요’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보

이고 있다. 본 논문은 수원국의 경제적 발전 단계에 따라 개발의 필요성

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고려하여 ODA 지원

배분 결정 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실주의적 모델에서 강조된 무역거래는 단순히 어떤 물자를

수출과 수입의 행위만 설명을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해외건설수주 금액

까지 변수에 포함하여 단순히 어떤 물건보다는 기술, 자재, 인력까지 수

출하는 행위도 ODA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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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1 도시화와 SDGs

2.1.1 도시롸의 문제점

도시화란 농촌과 외곽지역의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도시화 현상은 지역간 연계성

강화, 출산율 감소, 수명 연장 및 고령화 등 특정 국가의 경제사회적 변

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권용우(1998)는 도시화는 도시내의 인구수

가 증가하고 인구밀도가 높아지며, 비농업적 산업비율이 늘어날 뿐만 아

니라 도시 수의 증가와 도시권의 확대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도시화는 인

구지표, 토지이용지표, 농촌요소의 감퇴지표, 도시요소증대지표가 있다고

하였다(지혜란 외, 2014).

이에 따라UN는233개 국가의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세계 도시화 전

망 보고서(World Urbanization Prospect Report)’를 발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1950년대부터의 도시 및 농촌 인구 변화를 분석하여2050년의

도시화 전망을 내놓고, 인구30만 명 이상의 도시들을 대상으로1990년대

부터의 도시 집적율을 분석하여2030년에 도시 별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

다(송미경,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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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계인구 변화와 전망 (1950-2050)
자료: 송미경(2015), 세계 도시화의 핵심 이슈와 신흥도시들의 선장 전망,

p.47

UN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화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7년 최초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 지역에서 살게 되었다.

도시 인구의 82%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집중 되어있고 앞

으로는 개발도상국이 속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도시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4 주요 지역별 도시화율 (1950-2050)
자료: 송미경, 세계 도시화의 핵심 이슈와 신흥도시들의 선장 전망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급성장으로 인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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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 또한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불평

등 심화와 도시에 거주하는 빈곤 인구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

발도상국에는 2025년까지 15억 명의 인구가 슬럼 주거지에 거주 할 것으

로 예상된다(UN, 2013).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

에 적극적으로 ODA 지원을 하여 양극화 현상을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

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그림 5 지역별로 도시 슬럼 인구 (2014년 기준)
자료: World Bank (2014), Population living in slums (% of urban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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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UN 개발 목표와 도시 인프라 사업

최근에 도시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현상이개발도상국 발전에 큰 논

란의 대상이 되면서 세계은행은 기후변화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

면 농작물 수확량이 5%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

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식품 가격이 12% 오를 것으로 추산하

여1) 2030년까지 1억 명이 추가로 극빈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 하였

다(World Bank, 2015).

개발도상국에는 인프라 개발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이자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된다. 수요 측면에서 필요

한 투입물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 가능성을 열어주

고, 반면에 공급 측면은 잠재적 인프라 개발로 인해 에너지 절약 부문에

기여한다. 또한 인프라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게

하여 지역의 생산성과 소득의 증가, 건강과 교육의 개선에 있어서 중요

한 요소이다(시사인, 2016).

World Bank는 인프라 개발이 1인당 GDP 수준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증명하였고 지역경제발전의 엔진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림6]. 또한

인구증가 및 변화의 추세는 도시개발과 개발의 자금조달 간에 관계에서

영향을 받았었고 사업화, 세계화 및 경제기반시설의 발전이 인구증가와

도시개발의 결과로 볼 수 있다(Shodh).

1) 시사인(2016),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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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프라사업 지원 대비 1인당 소득 증가율
자료: 2017년 제11회 서울 ODA 국제회의, ‘Infrastructure for Supporting

Inclusive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n Asia’, ADB

UN은 개발도상국의 개발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2015년

9월에 열린 개발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여 향후 15년 간 달성해야 하

는SDGs 17개의 목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측정할 것

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KOICA, 2016).

SDGs에서 인프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되면서 UN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전 지구적문제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KOIC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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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DGs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4
표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시회 증진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표 5 지속가능한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자료: KOICA 개발과 이슈 (2016), SDGs 지표 확정과 의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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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DGs 달성 지원금 현황(조달러)
자료: UNCTAD 2014, World Infrastructure Report

SDGs 달성을 위해 4조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인

프라 분야에서만 약 1.2조 달러가 부족할 것으로 UN에서 예상하고 있다

(UNCTAD, 2014).World Bank에서도 개발도상국이 도시화와 기후변화

문제의 적응을 위해 향후 40년간 완화비용이 연간 1,400억달러에서 1,750

억 달러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박수영 외, 2015).

추가적으로UN에서는 도시화와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2015년도에 열린 제 21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2015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1)에서 최종적으로 채택 하였다. 본 협약은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와는 달리 선진국들만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벗어나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합의로서, 2020년도에 완료되

는 교토 의정서 체계를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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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2도 목표

1.5도 목표 달성 노력

범위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을 포괄

감축 의모국가 주로 선진국 모든 당사국
목표 설정방식 하향식 상향식

목표 불이행시

징벌 여부

징벌적(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

비징벌적

목표 설정기준 특별한 언급 없음 진전원칙

지속가능성

공약기간에 종료

시점이 있어

지속가능한지 의문

종료 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대응 가능

행위자 국가 중심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독려

SDGs 와 파리 협정 목표 달성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한계점

을 공여국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인프라 개발에 지원 관련 파급

효과를 고려한 전 세계의 빈곤제로(Zero Poverty) 발전을 이루어야 한

다.

표 6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표

자료: 환경부(2016),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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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 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수원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지원방법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증여(Grant)*나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

*증여(Grant): 무상원조라고 불리기도 하며 상환조건 없이

수원국에 제공되는 현금, 물자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차관(Concessional Loan): 유상원조라고 불리기도 하며

수원국이 지원받는 현금이나 물자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2 ODA란? 

2.2.1 ODA 개념과 유형2)

OECD/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은 1961년부터 개

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흐름을 측정하여 그 중 일부를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라고1969년도에 정의 하

였다. 그 이후로 ODA는 실질적으로 원조 지원 목표와 성과의 평가에

사용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부의 지

원으로 발생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ODA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등의 공적기

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고, 공여조건이 완화된 ODA, 즉 증여율이 25%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재원이어야 하며, OECD DAC에서 정한 수원국

리스트에 있는 국가 또는 다자기구에 제공되어야 한다.

표 7 개발원조 지원조건

자료: KOICA ODA 포털 재인용

2) KOICA ODA 포털 내용 발췌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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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준 국가

최빈국

(48개국)

Afghanistan,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Kiribati, Laos,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Myanmar, Nepal, Niger, Rwand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Sudan, Sudan, Tanzania East Timor,

Togo, Tuvalu, Uganda, Vanuatu, Yemen , Zambia

기타

저소득국

(4개국)

(Other Low

Income

Countries)

(일인당GNI

≤$1,045)

North Korea, Kenya, Tajikistan, Zimbabwe

하위

중소득국

(36개국)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1,046≤

일인당GNI

≤$4,125)

Armenia, Bolivia, Cabo Verde, Cameroon, Congo,

Cote d’Ivoire, Egypt, El Salvador, Georgia, Ghana,

Guatemala, Guyana, Honduras, India, Indonesia,

Kosovo, Kirkistan, Micronesia, Moldova, Mongolia,

Morocco, Nakar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Samoa, Sri Lanka,

Syria, Tokalau, Ukraine, Uzbekistan, Vietnam, West

Bank and Gaza Strip

표 8 DAC 수원국(협력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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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중소득국

(58개국)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4,126≤

일인당GNI ≤

$12,745)

Albania, Algeria, Antigua, Barbuda, Argentina,

Azerbaijan, Belarus, Belize, Bosnia, Botswana,

Brazil, Chile, China, Colombia, Cook Island, Costa

Rica, Cuba, Dominican Republic, Equador, Fiji,

Republic of Macetonia, Gabon, Grenada, Iran, Iraq,

Jamaica, Jordan, Kazakhstan, Lebanon, Libya,

Malaysia, Maldives, Marshall Gundo, Mauritius,

Mexico, Montenegro, Montserrat, Namibia, Nauru,

Niue, Palau, Panama, Peru, San Helena, San Lucia,

Saint Vincent & Grennadin, Serbia, Seychelles,

South Africa, Suriname, Thailand, Tonga, Tunisia,

Turkey, Yugoslavia, Uruguay, Venezuela, Wallis et

Futuna

자료: KOICA ODA 포털 재인용

앞서 소개된 바와 같이 ODA의 전달 방식에 따라 양자간(Bilateral)

원조와 다자간(Multilateral) 원조로 구분된다. 양자간 원조는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원조자금 및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이며 원조 자금이 상

환여부에 따라 무상원조(Grants)와 유상원조(Concessional Loans)로 구

분된다. 또한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나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

는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구속성(Tied)원조와 그런 제한이 없는 비

구속성(Untied) 원조로 구분된다. 다자간 원조는 국제기구(UN, World

Bank 등)에 모인 여러 공여국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등을 통해

지원하는 간접 원조방식이다(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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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DAC 회원국

1961

Australia, Belgium, Canada, EU(European Union),

France, Germany, Italy, Japan, The Netherland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1962 Norway

1963 Denmark

1965 Sweden

1966 Austria

1968 Switzerland

1973 New Zealand

1975 Finland

1985 Ireland

1991 Portugal, Spain

1992 Luxembourg

1999 Greece

2010 Republic of Korea

2013
Czech Republic, Iceland, Poland, Slovak Republic,

Slovenia

2016 Hungary

표 9 DAC 회원국 현황 (2017년 하반기 기준)

자료: OECD 포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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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상환조건 원조형태

양자간

(Bilateral)

증여

Grants

상환의무

없음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Project and Program aid)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예산지원(Budget Support)

부채경감(Debt Relief)

식량원조(Food Aid)

긴급지원 및 고통경감

(Emergency and Distress Relief)
NGO에 대한 지원

(General Support to NGOs)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기부금

(Contributions to public-

private partnerships)
개발에 대한 인식환산을 위한

기금(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공여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 형성을 위해 ODA

수행기관이 사용하는 비용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 원조전담

및 집행기관의 행정비용

비증여

Non-grant

상환의무

있음

차관(Loans by government

or official agencies)

주식취득(Acquisition of equity)

다자간

(Multilateral)

국제기구 출연(분담금) 및 출자

(Grants and capital subscriptions)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ending to multilateral agencies)

표 10 DAC ODA 형태

자료: KOICA ODA 포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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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ODA 역사 및 지원동기3)

국가간 대외원조의 일반적인 의미는18-19세기에도 존재했으나, 제

2차세계대전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ODA의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존재하

지 않았다. 국제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이 가져온 재난을 복구

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1944년 브레튼우

즈(Bretton Woods) 회의에서 국제개발부흥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

(IMF)등이 설립되고, UN 및 각종 UN 산하기구들을 통해 국제협력을

도모하게 되었다.

1960년대는 개발도상국들은 개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선진국

교섭력에 기반 한 적극적인 집단행동을 전개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결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1970년대는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적

인 경기 침체와 산유국과 비산유국간의 갈등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호의존에 대한 의식을 생기게 되어 협력적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

다. 같은 기간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격차가 심해지면서 개도국의 문

제점이 심화되면서 개도국은 새로운 경제 질서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 설립을 주장하게 되어 남북문제가 등장하게 되

었다. 한편 선진국의 GNP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0.7% 목표를 제공하

는 “Pearcon Committee on Development Report”은 원조 개념과 통계자

료 바탕으로 1970년대에UN으로부터 공식 채택되었다. 따라서 선진 공여

국은 1960년대에 거시경제지표 개선에 중점을 둔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우선순위로 두는 개발전략으로 변경 하였

다.

1970년대의 제1,2차 석유파동, NIEO 운동 등을 거치면서 개도국은

세계경제질서의 개혁을 요구하는 국제정치세력으로 부각되었다. 이와 관

3) KOICA ODA 포털 내용 발췌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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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신흥공업국, 산유국, 최빈국 등 개도국의 분화현상이 심화되고 외

채누적, 경제 침체, 정치 불안, 만성적 빈곤 등으로 개도국의 원조욕구도

다양화된 시기이기도 했다. 개도국의 빈곤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하

에1980년"남과 북- 생존을 위한 계획"이란 보고서를 기반으로"제3차UN

개발10년"이 수립되었다. 또한,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GNP대비0.15%로

하자는 특별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최빈국을 위한 1980년대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더불어1980년대에는 수단,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상 최대의 식량위기로 대규모의 긴급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공적

기관의 불충분한 대응으로 비정부기구(NGOs)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

하게 된 시기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멕시코 등 개도국의 외채위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위기, 선진국의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 등으로 남북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

다. 이에1990년 제18차 유엔특별총회는1980년대를"잃어버린10년"으로 규

정하게 되었다.

잃어버린1980년대에 대한 반성으로 유엔기구 및 OECD/DAC 등을

중심으로 빈곤의 심화와 함께 인구, 식량, 마약, 환경, 지역분쟁 등 범세

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 공동의 다자간 협력노력이 증대되었다.

또한, 1990년대 에는 개도국의 자조노력에 대한 강조와 함께 지속가능하

며 참여적인 개발이 중시되고 인권, 민주화, 군비상황 등 비경제적인 요

인이 중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오래 전부터 사회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유엔은 세계적인 의견을 일치시키고 특정분야에서의 행동

계획에 정치적 계기(momentum)를 부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아동(1990), 환경과 개발(1992), 인구와 개발(1994), 사회개발(1995), 여성

의 지위향상(1995), 인간정주(1996) 등에 관한 일련의 국제회의를 개최하

고 이를 위해 주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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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DGs 목표

1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탈출

2 보편적 초등교육의 제공

3 성평등과 여성 자력화의 촉진

4 아동사망 감소

5 산모건강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와 다른 질병 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보장

8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

표 11 새천년개발목표(MDGs)

자료: KOICA ODA 포털 재인용

그 동안 논의 되었던 개발목표의 인식을 공유화와 목표 달성하기

위해 2000년대에 공동노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빈곤문제의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함께9.11 미국에 대한 테러 사건

을 계기로, 선ㆍ후진국간 빈부격차 해소 및 개발문제는 최근 유엔을 비

롯한 국제사회의 주 이슈로 등장 하였다. 2000년9월, 189개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밀레니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가

뉴욕에서 개최되어2015년까지 인류사회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로8개의 주

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라고 규정 하였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MDGs 달성을 위해 프랑스

파리, 가나 아크라, 멕시코 몬테레이, 카타르 도하 등 여러 고위급 회의

에서 원조효과성 제고 및 ODA이외의 개발재원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0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MDGs에서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로 개발협력의 목표 변화였다. SDGs는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존의 3 가지 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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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

Economic capabilities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고 자본을 보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보장됨

인간적 능력

Human capabilities

보건의료서비스, 영양, 안전한 식수, 교육,

위생적인 환경이 보장됨

정치적 능력

Political capabilities

개인의 인권이 인정되는 가운데

정치·정책과정에 참가하고 의사결정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됨

보호능력

Protective capabilities

식품 부족, 질병, 재해, 범죄, 전쟁, 분쟁

등에 의한 취약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됨

사회적 능력

Socio-cultural

capabilities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인정되는

여건이 보장됨

한다는 원칙으로17개 목표 및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또는,

SDGs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자금과 목표 달성 지표(indicator)의 산

출이 가능한 통계 시스템의 중요성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부

각 되고 있다.

표 12 ODA의 목적

자료: KOICA ODA 포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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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ODA 형태별로 지원 현황
자료: OECD(2017), Development aid rises again in 2016

2.2.3 ODA 규모와 배분 현황

ODA는 공여국의 원조정책 및 수원국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

로 집행이 되어왔으며, 지원규모는 매년 증가 하고 있다. 2017년 OECD

는 2000년대부터 2016년도까지 배분된 총 ODA 지원 형태를 양자간

지원 (bilateral development projects) ∙프로그램 (programs) ∙기술지

원 (technical co-operation), 다자간 지원(multilateral ODA) 인도주의적

지원(humanitarian aid), 공여국내 난민지원(in-donor refugee costs), 채

무 주제(net debt relief grants)로 구분하여 지원 폭의 변화를 분석하였

다. 지원 규모의 크기로는 양자간 지원∙프로그렘∙기술지원 사업이 타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DAC 회원국별ODA 순지출액(Net Disbursement)으로 볼 때 미국은

2016년 335억달러 가량을 원조한 최대 공여국이다. 다음으로 246먹달러

가량의 원조 규모를 기록한 국가는 독일이다. 한국의 원조 규모는 2016

년 기준19.6억달러로, 29개 DAC 회원국 중 16위에 위치해 있다. GNI 대



- 27 -

비 원조 규모는 일부 북유럽국가를 제외하고 아직까지 UN이 권고하는

규모인 GNI 0.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ODA 총 규모

와 국민소득 대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ODA 확대 추세

가 지속되고 있다.

(단위: 10억달러)

그림 9 2016년도DAC 회원국별 지원현황
자료: OECD(2017), Development aid rises again in 2016

(단위: 무상원조/ODA %)

그림 10 공여국별 GDP, ODA 규모 및 무상원조 비중
자료: 수출입은행(EDCF) 이슈 페이퍼vol.2 no.2 (2013), 주요 공여국의 개발

협력 시행 체제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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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의 ODA 

2.3.1 한국 ODA의 역사4)

한국은 1945년 이후 경제 재건에 이르기 전까지 미국을 포함한 여

러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ODA를 받았다[표13]. 2000년대 말까지는 미국

을 통해 주요 원조를 받았으며, 전후 인플레이션 억제와 재정 안정을 위

한 물자지원 및 산업설비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1954~1960년간 한

국경제는 연평균4.9%의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동기간 중 연평균 투자율

은11.8%였고, 그 투자재원은 무상원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외국원조의 힘이 컸고 1945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약 127억달러의 원조를 받았다.

1996년도에 한국은 OECD 가입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공식적

으로 주는 나라로 되었다. 그 시기에 원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어

1997넌도에 1억8,500달러를 인프라사업, 국제협력요원 파견, NGO 지원사

업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 지원하였다. 2000년도는 원조규모를 확대하여

원조정책면에서도 더욱 발전하였으며 2010년도에 DAC 가입으로 인한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

다. 또는 같은 해에 한국의 범정부적인 ODA 선진화 계획인 ‘국제개발협

력 선진화 방안’이 작성 되었다. DAC 가입 및 ODA 규모의 확대에 따라

국제개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원조공여

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4) KOICA ODA 포털 내용 발췌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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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긴급구호원조기

(1945~1953)

본격적인 원조기

(1953~1961)

차관전환기

(1962~)

미

국

기본

법령

상호방위원조법

(MDA)

상호안전보장법

(MSA)

대외원조법

(FAA)

성격 긴급구호원조
경제안정과

방위력 강화

차관중심의

경제 원조

원조

담당

행정구조원조

(GARIOA)

1945~1949

대외원조행정기구

(FOA)

1953~1955

국제개발처(AID)

1961~

기관

및

명칭

주요

원조

ECA원조

(1949~1950)

SEC원조

(1951~1953)

구호물자공여

ICA원조(1955~1961)

PL480호 원조(1956~)

군사원조

개발차관

형태
기술원조,

전시긴급원조등

방위지원원조

(계획원조 및

비계획원조)

잉여농산물원조

개발증여

지원원조

잉여농산물원조등

국

제

기

구

유엔

UNRRA

유엔

구제부흥기관

UNKRA

(유엔한국재건단)

경제부흥원조

UNDP

(유엔개발계획)

-기술협력

유

엔

군

CRIK

(한국민간구호계획)

(미육군성물자지원)

(유엔군 물자 지원)

표 13 한국의 수원현황

자료: KOICA ODA 포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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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OICA 수출입은행

목적 우호 협력 및 상호교류 증진 경제교류 증진

사업
연수생 초청, 전문인력파견,
봉사단, 개발조사, 재난구호,
물자∙자금∙시설의지원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2.3.2 한국 ODA의 절차와 기본계획5)

한국의 ODA는 외교부가 무상원조를, 기획재정부가 유상원조를 각

각 주관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장관, 관계기관장,

민간인사가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조정, 심

의, 결정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표 14 KOICA 및 수출입은행 법률상 설립목적 비교

자료: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한국국제협력단법

무상원조는 외교부 주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가 대표적 시행기관으로 집행을 하면서,

일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시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 유상원조는 기

획재정부 주관인 수출입은행에서(Korea EXIM Bank, EDCF) 대외경제

협력기금을 활용해 집행하고 있다.

그림 11 한국의 ODA 지원 절차
자료: KOICA ODA 포털 재인용

5) KOICA ODA 포털 내용 발췌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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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한국 ODA의 배분 현황

2.3.3.1 한국의 총ODA 지원현황6)

한국의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며, 2011년에는 13,2

억달러로 DAC 회원국 중 18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 총 국민소

득대비 ODA 비율 (ODA/GNI)은 0.12%로 DAC 회원국 평균인 0.31%

와 UN의 권고치인 0.7%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지속적인 증가

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유상비율은 40% 수준으로 평균 20%

미만인 국제사회 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 정부는 ODA규모를 우리의 경제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

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5년까지 ODA를 GNI 대비 0.25%(약 30억달

러 수준)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ODA 지원 비중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달러)

그림 12 한국의 ODA 지원 현황 (2007- 2016)
자료: KOICA 통계포털 데이터 정리

6) KOICA ODA 포털 내용 발췌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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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KOICA의 지역별ODA 지원 현황

지역별 지원 현황은 아시아가 타 지역과 상대적으로 많은 ODA를

받아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 준으로 배분이 이루어졌다.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

지 KOICA ODA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에 대한 중점 지원의 비

중은 감소(2006년도 60.50%, 2015년도 52.70%) 된 반면에 아프리카의 지

원은 증가(2006년도 12.70%, 2015년도 24.45%)하는 추세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림 13 KOICA ODA 지역별로 총 지원금(2007- 2016)
자료: KOICA 통계포털 데이터 정리

표 15 지역별 한국의 ODA 지원 현황 (2007-2016)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아프
리카 47.8 70.1 104.0 95.0 139.8 178.3 261 271.7 332.7 358.7

아시아 227.5 299 281.3 313.4 587.2 625.1 679.9 771.7 738.0 774.4

중동 71.7 70.6 30.5 21.3 34.2 41.2 42.2 40.6 74.6 66.3

중남미 25.8 54.7 68.6 55.8 64.4 64.3 76.2 96.4 109.0 114.0

기타 74.76 65.6 85.1 116.8 109 121.6 166.0 169.6 215.9 221.4

합 계 376 490 539.2 581.1 900.6 989.5 1,183 1,309 1,395 1,468

자료: KOICA 포털 홈페이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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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KOICA의 산업별ODA 지원현황

ODA 분야별 지원은 공공행정, 교육, 기술환경에너지(이하 도시인프

라), 농림수산, 보건의료 및 기타 부문으로 구분된다. 2007년도부터 2016

년도까지 ODA 지원은 교육, 보건의료, 도시 인프라, 공공행정, 농림수산

및 기타 순위로 배분이 되었다.

(단위: 만달러)

그림 14 KOICA ODA 사업별로 총 지원금(2007- 2016)
자료: KOICA 통계포털 데이터 정리

사업별 지원 형태로는 공공행정 분야에 대부분 공무원 역량강화사

업, 지방행정 개선사업, 회의장 건립사업, 증권시장 개설 및 운영지원사

업, 정부데이터구축사업, 지역 지형도 제작사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

업 등으로 이루어졌다. 교육 분야에는 학교 개선과 구축사업, 훈련원 건

립사업, 교과서 보급사업, 기술지원사업, 도서관 정보화 및 개선사업 등

으로 이루어졌다. 도시 인프라 분야는 각종 건축물의 건설사업, 타당성조

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 전력계통 운영 및 보호시스템 구축사업,

재난 피해방지 시설 공사, 지역 마스터플랜수립, 친환경에너지 구축사업,

폐기물 통합 처리시스템 구축사업, 복원사업 등으로 진행되었다. 농림수

산은 농촌마을 개선사업, 농촌개발정책 개선사업, 생태복원사업, 농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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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기술 역량강화사업, 사막 확산 방지사업,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농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사업,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태풍피해 어항 복

구사업 등으로 이루어졌다. 보건의료 분야는 병원 건립사업, 식수공급사

업, 의료서비스 현대화 및 관리능력 배양사업, 연구소 건립사업, 의료보

험 제도구축 지원사업, 모자보건환경 개선사업, 질환예방 및 치료역량강

화사업 등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다양한 사업으로 이

루어졌으며 산림환경보전 및 생태관광 역량강화사업, 오염통제 연구사업,

한일공동협력사업, 국제기구 지원사업, 해안보호 및 관리정책사업, 문화

개선사업,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진행되었다.

사업 분야별 지원금의 배분은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 다양한 비

율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행정 사업과 보건의료사업을 상대적으로 지속

적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교육, 도시 인프라, 농림수산 분야의 지

원 비율은 수원국과 공여국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그림 15 KOICA ODA 사업형태별로 지원금(2007- 2016)
자료: KOICA 통계포털 데이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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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원국의 필요 및 공여국의 이해 이론 

2.4.1 수원국의 필요 및 공여국의 이해

공여개발원조는 수원국의 빈곤퇴치 및 평화 정착에 공여국이 기여

하는데 의미를 갖지만, 공여개발원조가 수원국의 경제개발만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세계 경

제의 상호 의존성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도 고스란히 적용 된다. 즉,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생산력 및 구매력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세계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각국의 무역이 증대

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경제발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ODA

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율을 낮추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무역시장에 참여

하여 경제 발전의 유도를 지원하여 주는 것이다(한국국제협력단, 2017).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원조의 결정요인에 대

해 ‘수원국의 필요 및 공여국의 이해 이론’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선행

되었었고, 이는 ODA 배분의 근본적인 동기를 설명하고 있다.

2.4.2 수원국의 필요 이론

KOICA ODA 결정요인에서 “수원국 필요”모형은 공여국들이 수원

국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를 고려하여 ODA를 배분하는 형식이고 배분

과정에서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을 한다는 이론이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ODA의 배분은 자국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이득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인권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원국의 개발의 필요성을 반영한 시각을

가졌다. 이 관점에서는 수원국의 빈곤퇴치, 인권개선 등 수원국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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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1-2 단계 2 단계 2-3 단계 3 단계
요소주도형

Factor-

driven

과도기

Transition

효율주도형

Efficiency

-driven

과도기

Transition

혁신주도형

Innovation

-driven

1인당

GDP
< 2,000

2,000~

2,999

3,000~

8,999

9,000~

17,000
>17,000

즉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부족한 자원을 보충해 주는 것이 공여국들의

ODA 역할이라고 본다(류제명, 2014).

이러한 인식 하에, 수원국 관점에서 사업별 지원된 ODA는 수원국

들의 경제적인 격차에 따라 배분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수원국의 경

제적인 수준은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의 발전단계이론(Theory of

Stages)을 적용하였다. 국가발전단계는 1960년대 한국과 같이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주어진 요소에 기반으로 경쟁하는 요소주도형경제

(Factor-driven Economy),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되는 효율주도형경

제(Efficiency-driven Economy), 선진국들과 같이 국가경쟁력이 기술력

을 바탕으로 좌우되는 혁신주도형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의 3

단계와 각 단계별 과도기(Transition)를 거치는 1-2단계 과도기와 2-3단

계 과도기를 포함하여 총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이민화 차두원, 2013),

(지혜랑 우명제 강명구, 2014). 한국의 KOICA 무상개발원조는 경제발전

수준2 단계까지 해당되는 개발도상국의 ODA를 지원을 하고 있다.

표 16 WEF의 국가발전단계 구분

자료: 지혜란, 우명제, 강명구(2014), 패널분석을 이용한 공적개발원조와 도시화

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가발전수준에 따라 개발의 필요성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물리

적인 생활환경의 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

발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 높은 수준인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

(Jeremy Goldstein, 2016).Maslow(1943)의 ‘욕구단계설’에 따르면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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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낮은 수준의 욕구부터 높은 수준의 욕구까지 5단계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며 낮은 수준의 욕구가 먼저 충족되고 나면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달성하려고 한다(이영빈, 2014).

Maslow가 제안한 5단계를 도시개발과 연결하면 개발의 필요성이

위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순차적인 공급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Klaus

Schwab(2013)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개발이 진행 될 것으로 제안하였

다:

첫째, 생리적 욕구(Basics Services)는 도시의 안전, 보건, 재난, 오

수처리 및 행정을 의미한다.

둘째, 안전적 욕구(Effective Infrastructure)는 교통, 하수도 처리,

공공녹지공간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욕구(Social Needs)는 지역경제활동의 다양성, 대학교

육, 혁신을 의미한다.

넷째, 자기존중의 욕구(Cultural Offerings)는 문화와 종교 활동을

의미한다.

다섯째, 자아실현의 욕구(Openness to influence)는 이민, 문화적 상

징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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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마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설
자료: Klaus Schwab, The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2013)

2.4.3 공여국의 이해 이론

KOICA ODA 결정요인에 “공여국 이해”모형은 ODA 배분과정에서

수원국의 필요성 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

하여 ODA의 배분을 고려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ODA의 규모와 방향

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공여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라

는 것은 원조의 열매가 개도국보다는 공여국에 귀속되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여러 원조 공여국들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의 발전을 공식적인

원조의 목적으로 내세우기는 하나 원조의 방향과 세부사항은 수원국의

필요와 수요보다는 공여국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고안되는 것이다. 즉,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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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공식적 목적인 개도국 개발의 달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고(최서영,

2014) 복잡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는 특성상, 수원국과 공여국 양자간의

이해관계, 즉 공여국의 공익을 떠나서는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공여국의 이해’이론 관점에서 ODA 지원은 공여국에 따라 국익추구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공여국의 실정에 맞는 개발협력 정책을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다(수출입은행, 2013).

기존의 연구에서 수원국으로의 ODA 지원은 공여국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고 수원국의 특성에 따라 ODA 배분이 경제

적 환경에서 공여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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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설 설정 

본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원국의 필

요 및 공여국의 이해’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KOICA 도시 인프라 분야

무상원조 배분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지원이 진행 되었는지, 또

는 지역별로 발생하는 차이는 무엇인지를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수원국의 필요’이론에서 설명하는 ODA의 역할은 수원국의 빈곤퇴

치, 인권개선 등을 하기 위하여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부족한 자원을 보

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수원국의 경제발전수준이(1인당

GDP 적은 국가일수록) 낮을수록 ODA 지원 규모가 증가 할 것으로 가

정하였다.

또는, ODA 지원 결정 요소 분석에 개발분야별로 개발도상국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ODA의 지원

기준에 수원국의 경제발전단계수준을 고려하였다. 마슬로우의 욕구단계

설을 의하면 개발도상국의 경제수준이 2단계(효율 주도형-Efficiency

driven: 1일당GDP가 3,000~8,999USD)를 도달할 때 도시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럴 경우 수원국의 경제

발전수준이(1인당 GDP 큰 국가일수록) 높아질수록 ODA 지원 규모가

증가 할 것이다.

가설 1: 수원국의 이해

가설 1-1

한국의 KOICA는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에 더 많은 ODA를

제공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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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2

한국의 KOICA는 개발도상국 안에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

역에 더 많은 도시 인프라 분야 ODA를 제공 했을 것이다.

‘공여국의 이해’이론은 자국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

구하여 ODA의 배분을 고려하며 공여국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고안

된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국제발전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경

우, 수원국과 교역이 많거나, 수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ODA 사업을 지원

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최선영, 2014).

이러한 관점에서, 자국에 이익을 고려하여 한국과 무역거래 중에 수

출금액이 높은 국가일수록 총 ODA를 더 많이 지원 했을 것이다. 또는,

본 연구에서는 해외건설수주 금액까지 변수에 포함하여 단순히 어떤 물

건보다는 기술, 자재, 인력까지 수출하는 행위도 ODA 배분에 영향이 미

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ODA 사업 중 도시 인프라 사업규모는

해외건설수주금액과 더 밀접한 연동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가설 2: 공여국의 필요

가설 2-1

한국의 KOICA는 개발도상국 안에서 한국과 무역거래량이 상대

적으로 높은 지역에 더 많은 ODA를 제공 했을 것이다.

가설 2-2

한국의 KOICA는 개발도상국 안에서 해외건설수주 금액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ODA를 제공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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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방법 및 자료

3.1 분석방법

3.1.1 분석보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KOICA의 개별 수원국에 대한 사업별로 연간 ODA

총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수원국의 유형 측면에서는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분류한 뒤 배분된 ODA 총액을 따로 구분하였다.

3.1.1.1 다중회귀분석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측정된 변수(Variable)들 간의 관

계를 규명하여 수학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으로 필요한 예측이나 어

떤 지표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이다. 회귀분석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초적인 용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순회귀분석은 1개의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와 1개의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활용한다.

2)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은 단순회귀분석과

는 달리 회귀식에 포함되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다. 따라서 단순회귀

식의 계수예측보다는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계수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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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변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도 회귀식의 회귀계수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즉 회귀식의 독립변수가 3개인 경우 아래 식과

같이 개념적으로 회귀계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독

립변수 2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ODA 배분 결정요인의 결

과(독립변수)에 대한 여러 요소(종속변수)를 한 번에 분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개별 독립변

수들의 순수한 영향을 따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통제하

였을 때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태근, 2016; 안민정, 2015).



- 44 -

아시아

Afghanistan, Bangladesh, Cambodia, China, Fiji,

Indonesia, Laos PDR, Mongolia, Myanmar, Nepal,

Pakistan,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Vietnam,

아프리카

Algeria, Benin, Cameroon, Congo Dem. Rep., Cote

d'Ivoire, Egypt Arab Rep., Ethiopia, Ghana, Kenya,

Libya, Morocco, Mozambique, Nigeria, Rwanda,

Senegal,

South Africa, Sudan, Tanzania, Tunisia, Uganda,

Zimbabwe

중남미
Bolivia, Colombia, Costa Rica, Ecuador, El Salvador,

Guatemala, Honduras, Jamaica, Paraguay, Peru

중동
Azerbaijan, Iraq, Jordan, Tajikistan, Turkmenistan,

Ukraine, Uzbekistan

3.2 자료의 구성

3.2.1 변수설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KOICA 무상원

조 사업 중 자료가 허용되는 범위로 한정하였다. 자료는 World Bank,

KOICA, 한국무여협회, 해외건설정보포털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자료를 구

성하였다. GDP, 도시거주인구중 슬럼인구비율(%), 도시거주인구수 자료

는 World Bank Stats을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해외건설수주액과 한국

의 무상원조 지원금액은 해외정보 포털 및 KOICA 통계 포털 각각 활용

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 항목별로 또는 국가별로 자료가 불충분한 항

목은 분석에서 배제되었고 통계분석의 대상이 된 53개국의 목록은 아래

[표17]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7 분석대상 국가 목록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수원국의 필요 및 공여국의 이해”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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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공공행정 63 20,819 42 14,488 20 7,754 22 6,655

교육 63 32,922 50 20,075 25 5,730 34 14,609

기술환경
에너지 90 26,814 23 6,150 18 6,665 21 10,398

기타 25 6,103 2 177 0 0 3 465

농림수산 58 24,451 40 15,926 13 6,622 5 1,920

보건의료 52 27,991 45 14,743 34 12,278 21 12,840

긴급구호 2 1,599 0 0 0 0 0 0

을 바탕으로 한국의 개별 수원국에 대한 ODA 총 금액을 고려하였다.

국가별 사업별 금액 데이터는 정부에서 매년 ODA 관련 통계를 취합한

자료 기준이다.

표 18 분석대상 국가사업별 ODA 지원 현황

(단위: 개국, 만달러)

독립변수로는 ODA 지원 배분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

제시하여 각 변수를 “수원국의 필요”및 “공여국의 이해”모형 관점으로

분리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수원국의 이해’모형은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는 개발도

상국의 1인당 GDP대비 ODA 지원 금액으로 측정된다. 기존 선행연구에

서는 수원국의 필요를 측정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빈곤 수준 외에도 건

강 수준,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정치 및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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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등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Dollar & Levin, 2006). 수원국의

필요를 반영하는 변수는 다양한 요소들 포함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고려하여 ODA 배분에 결정요인 중 하나를 소

득 수준으로 보았다.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즉,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

에 ODA를 지원할 필요가 많아짐을 판단하여 이를 반영, 분석하였다.

표 19 분석대상 국가 경제발전수준 현황

(단위: 개국, 만달러)

반면에, “공여국의 이해”모형은 한국과 무역거래와 해외수주금액을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로 구분 하였다. ODA 지원을 통해서

수혜국의 간의 무역 장벽이 낮추는 등 다양한 복합적인 영향을 주며 자

국의 성장에 기여한다. 원조 역사의 초기는 냉전시대로 체제 간 경쟁과

동맹관계 형성, 식민지 관리의 차원에서 많은 원조가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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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금액

아시아 1,624,424,035

아프리카 90,210,546

중남미 78,372,734

중동 59,712,341

지역 건수 금액

아시아 4618 117,710,900

아프리카 246 10,999,209

중남미 115 2,818,008

중동 573 58,610,860

(Alesina & Dollar, 2000; 정정혜, 2014). 종합적인 KOICA ODA 지원에

따른 경제적 유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 간 무역거래량을 변수로 채

택하였고 도시 인프라 사업분야에 지원 결정요소로는 해외건설수주 금액

을 고려하였다.

표 20 무역(수출)금액 현황(2007-2016)

(단위: 천달러)

표 21 해외건설수주금액 현황(2007-2016)

(단위: 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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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설명 출처

fulloda logODA 지원금액(천USD) KOICA
통계포털

gdpp115 log국가발전1 단계, 1.5단계에 ODA 지원금액
(천USD)

KOICA
통계포털

gdpp2 log국가발전2단계에 ODA 지원금액
(천USD)

KOICA
통계포털

x2 log해외건설 수주액(천USD) 해외건설
정보포털

x4 log무역거래금액_수출금액(천USD) 한국무역
협회

x6 log도시인구수(명) World Bank
통계포털

x8 log도시중 슬럼인구비율(%) World Bank
통계포털

Publicx2 [공공행정 사업] ODA 지원 지역의
log해외건설 수주액(천USD)

해외건설
정보포털

Publicx4 [공공행정 사업] ODA 지원 지역의
log무역거래금액_수출금액(천USD)

한국무역
협회

Educx2 [교육 사업] ODA 지원 지역의
log해외건설 수주액(천USD)

해외건설
정보포털

Educx4 [교육 사업] ODA 지원 지역의
log무역거래금액_수출금액(천USD)

한국무역
협회

Infrax2 [기술환경에너지 사업] ODA 지원 지역의
log해외건설 수주액(천USD)

해외건설
정보포털

Infrax4 [기술환경에너지 사업] ODA 지원 지역의
log무역거래금액_수출금액(천USD)

한국무역
협회

Emergx2 [긴급구호] ODA 지원 지역의
log해외건설 수주액(천USD)

해외건설
정보포털

Emergx4 [긴급구호] ODA 지원 지역의
log무역거래금액_수출금액(천USD)

한국무역
협회

Otherx2 [기타 사업] ODA 지원 지역의
log해외건설 수주액(천USD)

해외건설
정보포털

Otherx4 [기타 사업] ODA 지원 지역의
log무역거래금액_수출금액(천USD)

한국무역
협회

Agricx2 [농림수산] ODA 지원 지역의
log해외건설 수주액(천USD)

해외건설
정보포털

Agricx4 [농림수산] ODA 지원 지역의
log무역거래금액_수출금액(천USD)

한국무역
협회

Healthx2 [보건의료] ODA 지원 지역의
log해외건설 수주액(천USD)

해외건설
정보포털

Healthx4 [보건의료] ODA 지원 지역의
log무역거래금액_수출금액(천USD)

한국무역
협회

표 22 변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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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종속변수 fulloda 2.30 5.07 4.01

종속변수 gdpp115 3.84 11.18 8.04

종속변수 gdpp2 3.50 7.55 6.22

독립변수 x2 0.00 8.37 6.24

독립변수 x4 0.00 8.39 6.18

독립변수 x6 0.00 9.52 7.65

독립변수 x8 0.90 1.87 1.59

독립변수 Publicx2 0.00 8.01 1.20

독립변수 Publicx4 0.00 7.87 1.23

독립변수 Educx2 0.00 8.37 1.21

독립변수 Educx4 0.00 7.95 1.16

독립변수 Infrax2 0.00 8.36 1.14

독립변수 Infrax4 0.00 8.35 1.15

독립변수 Emergx2 0.00 6.69 0.07

독립변수 Emergx4 0.00 6.06 0.06

독립변수 Otherx2 0.00 8.13 0.34

독립변수 Otherx4 0.00 8.28 0.38

독립변수 Agricx2 0.00 7.98 1.01

독립변수 Agricx4 0.00 8.39 1.01

독립변수 Healthx2 0.00 8.27 1.28

독립변수 Healthx4 0.00 7.66 1.19

3.2.2 분석자료 요약

표 23 변수의 기초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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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p115
1,1-2단계

경제발전수준국에 ODA
지원금

계수

Coef.

표준편차

Std. Err.
t P>ItI

x6
log도시인구수(명)

1.3374 0.76195 1.76 0.089

x8log도시중
슬럼인구비율(%)

8.626 3.97094 2.17 0.038

urbanpopgrowth
log도시인구증가율(%)

3.624 3.54567 1.02 0.315

Urbanpopper
log도시인구비율(%)

-0.472 3.19923 -0.15 0.884

R-squared
within 0.5772 F(13,30) 3.15

adjusted 0.3939 Prob>F 0.0046

제 4 장 분석 결과

4.1 회귀분석 추정 결과

본 장에서 앞서 설정한 분석방법에 따른 회귀분석모형와 자료의 분

석결과를 제시한다.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해를 독립변수로 설정

하였고 수원국의 KOICA 무상원조 금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개발도상국

에 KOICA ODA 도시 인프라 분야 사업의 결정 요소를 분석하였다.

4.1.1 무상원조와 수원국의 필요와의 관계

4.1.1.1 경제발전수준 1, 1-2 단계와 ODA 지원분석

(43개국)

표 24 [모형1]KOICA 무상원조와 수원국의 필요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주) (P>ㅣtㅣ 유의수준 >0.1, 0,05, 0,01 수준에서 유의함)
주2) VIF model average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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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p2
2단계 경제발전수준국에

ODA 지원금

계수

Coef.

표준편차

Std. Err.
t P>

x6
log 도시인구수(명)

0.519 0.21628 2.40 0.021

x8
log 도시중

슬럼인구비율(%)

0.769 0.52394 1.47 0.149

urbanpopgrowth

log 도시인구증가율(%)

1.351 0.76454 1.77 0.084

Urbanpopper
log도시인구비율(%)

0.965 1.42155 0.68 0.500

R-squared
within 0.8238 F(13,40) 15.82

adjusted 0.7717 Prob>F 0.0000

1번 모형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발전수준1, 1-2단계인 지역

의 ODA의 비용은 독립변수들과의 관계에서 도시인구수(x6)와 도시중

슬럼인구비율(x8)은 정(+)의 영향을 나타났고, 도시인구증가율

(urbanpopgrowth)와 도시인구비율(urbanpopper)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도시인구수는 ODA가 배분된 시기에 해당 수원국에 도시

인구를 해당하며, 도시슬럼인구비율은 도시인구중에 슬럼거주자를 해당

한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슬럼인구비율이 (8.626) 도시인구수는 (1.337)

보다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4.1.1.2 경제발전수준 2 단계와 ODA 지원분석

(57개국)

표 25 [모형2]KOICA 무상원조와 수원국의 필요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주) (P>ㅣtㅣ 유의수준 >0.1, 0,05, 0,01 수준에서 유의함)
주2) VIF model average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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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모형3] KOICA ODA 총 금액과 수원국의 1인당GDP의

산점도 (Scatter Plot)관계분석

2번 모형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발전수준2단계인 지역의

ODA 비용은 독립변수들과의 관계에서 도시인구수(x6)와 도시인구증가

율(urbanpopgrowth)은 정(+)의 영향을 나타났고, 도시중 슬럼인구비율

(x8)와 도시인구비율(urbanpopper)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도시인구수는ODA가 배분된 시기에 해당 수원국 의 도시

인구에 해당하며, 도시인구증가율은 도시화현상과 출생률을 설명한다. 요

인 별로 살펴보면, 도시인구증가율이 (1.351) 도시인구수는 (0.519) 보다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4.1.1.3 ODA 금액과 수원국의 1인당GDP와의 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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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달러)

그림 18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KOICA ODA 총 지원금액

KOICA 무상원조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GDP 수준이 낮을수록

ODA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총 ODA 금액만 고려

했을 때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즉, ‘수원국의 필요’가 더 크게 나타나

는 지역에 한국정부는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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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달러)

그림 19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사업형태별로 KOICA

ODA 총 지원금액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각 사업 형태 별로 KOICA ODA 배분 분석결

과를 따르면, 1인당 GDP가 낮은 국가에는 공공행정, 교육, 농림수산 및

보건의료 사업에 높게 나왔다.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에는 기술환경에

너지(도시 인프라)사업에 지원 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1인당

GDP로는 소득이 높은 국가에 인프라 ODA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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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달러)

그림 20 경제발전1단계에 지역별 KOICA ODA 지원현황

(단위: 만달러)

그림 21 경제발전1-2단계에 지역별 KOICA ODA 지원현황

4.1.1.4 지역별ODA 지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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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달러)

그림 22 경제발전2단계에 지역별 KOICA ODA 지원현황

경제발전수준1단계 때는 상대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많

은ODA가 배분이 되었다. 해당 두 지역은 KOICA로부터 ODA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국 중에1인당 GDP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

다. 또는, 사업형태로는 보건의료, 교육 및 농림수산의 지원이 높게 나왔

다. 반면에 중남미와 중동지역은 경제발전수준 2단계 때 상대적으로 많

은 ODA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고 사업분야로는, 기술환경에

너지, 보건의료 및 교육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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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무상원조와 공여국의 이해와의 관계

4.2.1 무역거래 및 해외건설수구금액과 ODA 지원분석

(187개국)

표 26 [모형4]KOICA 무상원조와 공여국의 이해와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FullODA
계수

Coef.

표준편차

Std. Err.
T P>

publicx2 0.165 0.02599 0.64 0.525

publicx4 0.154 0.03313 4.68 0.000

educx2 0.049 0.04163 1.19 0.234

educx4 0.147 0.04853 3.05 0.003

infrax2 0.087 0.02520 3.47 0.001

infrax4 0.088 0.03060 2.89 0.004

otherx2 0.014 0.05295 0.28 0.779

otherx4 0.022 0.05686 0.39 0.698

agricx2 0.067 0.46259 1.45 0.149

agricx4 0.103 0.53112 1.95 0.053

healthx2 0.020 0.60863 0.33 0.743

healthx4 0.175 0.07069 2.48 0.014

R-squared
within 0.4813 F(12,175) 13.53
adjusted 0.4457 Prob>F 0.0000

주) (P>ㅣtㅣ 유의수준 >0.1, 0,05, 0,01 수준에서 유의함)

주2) VIF model average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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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모형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여국의 이해 이론 바탕으로

ODA 비용은 독립변수들과의 관계에서 무역(수출)거래는 기타사업 제외

한 나머지 사업분야와는 정(+)의 영향을 나타났고, 해외건설수주와는 인

프라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분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2.2 해외건설수구금액과 ODA 지원 분석

(단위: 만달러)

그림 23 지역별 도시인프라사업에 ODA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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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달러)

그림 24 지역별 해외건설수주 금액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도시인프라 분야 사업은 `아시아와 중동

대륙에 ODA이 많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건설수주도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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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도시화와 도시 인구 증가가 급속히 진행되

면서 기존 도시의 인프라, 환경 및 사회에 큰 부담을 주고 도시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사업은 도시지역의 경제성장 및 빈곤 감소의 중

요한 역할을 해왔고(방설아, 2015)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SDG)와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을 제시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도시 인프라 개발 확대의 필요

성을 강조 하였다. 그러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특징에 따라 개발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Maslow가 제안한 ‘욕구단계설’에 착안하여, 수원국

관점에서 개발의 필요성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낮은 수준의 욕구가

먼저 충족되고 나면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필요로 함을 가정 할 수 있

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ODA 지원 규모는 일부 지역에 집중함으로

써 지원의 전반적 배분보다 중점지원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ODA 배분과정을 설명하는 목

적으로 개발사업의 순차적인 진행은 지역의 소득수준 간에 다르게 나타

날 것으로 보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수준이 지원에 영향을 줄 것이

라고 예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수원국의 이해 및 공여국의 필요’

이론 기반으로 KOICA 도시 인프라 사업개발의 선정 기준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KOICA ODA의 총 금액은 1인당 GDP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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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이 되어있고 그 중에 경제수준이1단계(1

인당GDP<2,000달러)인 국가가 많은 아시아와(11개국) 아프리카(17개국)

에 더 많이 지원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별 지원

현황은 공공행정∙교육∙농림수산∙보건의료사업만 해당되고 도시 인프

라(기술환경에너지)사업은제외다. 도시 인프라 사업은 1인당 GDP가 높

은 국가에서 ODA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주로 중

동, 아시아 및 중남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었다.

공여국 관점에서는 ODA 지원은 수원국간에 무역(수출)거래가 정

(+)의 영향을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수출금액이 많은 지역에 ODA 배

분 비중이 높게 나왔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도 KOICA ODA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국제시장에 도시 인프라 개발사

업에는 단순한 수출금액보다는 수원국과의 물자∙기술∙인력수출이 가능

한 해외건설 사업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 결과를 통

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KOICA ODA 배분 과정은 수원국의 필요

성과 공여국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사업지원 형태로 진행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개발사업의 선정은 Maslow의 ‘욕구단계설’와 같이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이 낮은 국가에는 생리적 욕구(Basic

Services)사업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소득이 높은 국가에는

안전적 욕구(Effective Infrastructure)사업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또는, 공여국의 이익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무역거래∙해외건설수주와 정

(+)의 영향을 보여주면서 자국의 경제적인 기여도도 중요한 요소가 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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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원조 배분에 관한 제반 연구는 수원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원국의 필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

다. 본 논문은 수원국의 경제적 발전 단계에 따라 개발의 필요성이 국가

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고려하여 ODA 지원 배분 결

정 요소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구별되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KOICA ODA의 배분과정에서 여러 특성 중 수원국의 경

제발전수준과 해외건설수주 금액을 고려한 지원 현황을 밝혀냈다는 점에

서 그 의의가 있으나,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ODA 배분 과정에서 KOICA의 무상원조만 분석하여 전체적인

ODA의 흐름을 파악하는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아있다. 또한

KOICA 사업 중 데이터가 허용되는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에만 범

위로 봤다는 점에서 KOICA으로부터 지원된 모든 사업들을 반영하지 못

하였다. 향후 전체적인 한국 개발원조의 데이터의 구득이 가능해지면 ‘수

원국의 필요성 및 공여국에 이해’에 있어 지원 형태와 목적을 보다 더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전체적인 배분과정을 이해하는데 기

여 할 수 있음과 동시에 ODA의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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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ization and rapid urban population growth,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put a significant burden on the 

existing infrastructure, environment and on the society itself, 

threatening the ongoing development growth and economic 

growth of urban areas. On this matte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project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the economic growth and reducing the poverty rate in 

urban areas(Sulra Bang, 2015). In addition, the United 

Nations(UN) has se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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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aris Agreement, stressing the need for developing 

countries to expand their urban infrastructure projects. 

   For a better understatement of the ODA resources and its 

use, academic studies have for a long period of time, analyzed 

the variables determinants resulting the allocation of ODA for its 

projects. Most of those studies carried out since 1970s have 

been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theory of 

understanding the ‘Donor countries interests and Recipient 

countries needs’ However, only understanding the ODA 

allocation by the use of this theory has its limitations specially 

when considering the recipient countries specific situations. To 

provide an efficient ODA allocation,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types of developing projects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a better analysis 

of ODA allocation, this study considered the Maslow’s 

‘Hierarchy of Needs’theory explaining the corelation between 

sequential levels of development and its needs. This study based 

on the ‘Donor’s interest and Recipient’s needs’ theory,  

examines the criteria for selecting recipient countries for KOICA 

urban infrastructure projects by analyzing the needs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of developing countries. 

   Considering the ‘Recipient’s need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total amount of ODA was more concentrated in areas 

from Asia and Africa which shows a lower GDP per capita (GDP 

per capita < 2,000) in comparison with others developing 

regions. However this only applies for projects related with 

government’s administration, education, agriculture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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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In comparison, for infrastructure projects, it was seen a 

bigger proportion of countries with a higher GDP per capita 

specially in the Middle East, Asia and Latin America.   

   On the other hand, for the ‘Donor’s interest’ perspective 

ODA allocation received a strong influence from the relationship 

with recipient countries  specially dealing with exportation and 

international construction. This results shows that donor’s own 

economy interest is also important when considering giving ODA. 

   Therefore, this study found that ODA allocation in under way 

taking into account both of the donor and recipient sides in the 

distribution process of ODA.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type 

of projects the corelation with giving ODA and ‘recipient’s 

needs’ have bee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ierarch of needs’ and the country 

income level.  

keywords : KOIC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Recipient’s needs, Donor’s interes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frastructure Development

Student Number : 2016-2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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