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격 제고를 위한 ODA 정책

목차

Ⅰ. 공적개발원조(ODA)의 의의

Ⅱ. 한국 ODA의 현황과 과제

Ⅲ. 세계 주요국의 ODA 정책

Ⅳ. 정책제언

2009. 11. 11. (제730호)

작성 : 박번순 연구전문위원(3780-8243)
pbs21@seri.org
정호성 수석연구원
김화년 수석연구원
이종규 수석연구원



CEO Information 730호

《 요 약 》

ODA(공적개발원조)의 확대 필요성에 직면한 한국

ODA는 선진국이 저개발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여하는 무상 또는 저

리의 유상원조를 의미한다. 한국은 해방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선진국의 유무상

원조를 받은 수혜국으로 선진국의 원조는 한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한국

은 현재 수혜국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OECD 회원국으로 성장했

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ODA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2010년 'G20정상회의'를 개최하고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어 ODA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한국은 국내의 고

속성장 추진, 인프라 건설 및 안보 문제해결 등에 힘을 쏟느라 ODA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의 ODA 수준은 절대액수나 상대규모(ODA/GNI비율)에서

DAC회원국들에 비해서 부족하다. 또한 선진국의 ODA가 무상원조 및 비구속성 원조

위주인데 비해 한국의 ODA는 유상원조와 구속성 원조의 비중이 큰 편이다.

2015년까지 ODA규모를 GNI의 0.35% 수준(43억달러)까지 확대하여 국격을 제고

미국 및 일본 등 강대국들은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ODA 정책

을 추진해 왔다. 이에 비해 북유럽국가는 이상주의적, 인도주의적 입장의 ODA 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자원외교, 시장창출 등 현실주의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지만 '양 혹은 규모'로서 일본이나 중국과 경쟁하기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ODA 정책은 저개발국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격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익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ODA 정책

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2015년까지는 ODA 규모를 정부가 제시하는 GNI의 0.25%에서 0.35% 수준으

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아시아 중

심, 중소득국가 중심의 원조도 아프리카 혹은 최빈국의 지원비중을 제고하는 방향

으로 전환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셋

째, 제한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적 사용하여 원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혜국의 무역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지원해야 한

다. 수출관련 인프라, 세계시장 이해를 위한 교육훈련, 그리고 농업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농어촌 개발에 집중해야한다. 또한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일부 거점국가

를 집중 지원할 필요도 있다. 넷째, 인적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다. 수혜국의 인력

연수를 확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인력 파견을 통해 개도국 전문가들을 육성

해야 한다. 다섯째, ODA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조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조대상국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지식과 이해를 축적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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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적개발원조(ODA)의 의의

ODA의 개념과 배경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 및 차관을 의미1)

- 개발도상국 정부에 직접 공여하는 양자 간 ODA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자간 ODA2)로 구분

-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grants) 또는 유상 원조로, 경쟁입찰 허용 등

제한적인 조건 부과 여부에 따라 구속성(tied) 및 비구속성(untied)

으로 구분

ㆍ2007년 전체 ODA(총지출 기준)의 약 73%를 양자 간 ODA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무상원조 비율은 약 88% 이상

□ 전 세계 ODA는 태동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여 목적 및 형태가 다양화

- 1960년 약 47억달러에서 2008년 1,198억달러로 25배 이상 확대

- 초기 ODA는 제2차 대전 이후 세계은행, 유엔 등의 국제기구가 신생국

및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제공하면서 본격화3)

ㆍ이후 2000년대까지 빈곤퇴치 등 개도국의 경제문제 해결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개발을 통한 상호 간 무역 및 투자 확대로

공여 목적이 변화

1) 다만, 군장비 및 서비스와 관련된 증여, 공적차관 또는 신용공여 등은 ODA에서 제외 (공여국의

민간단체(NGO)에 의한 자발적 지원 및 수혜국 NGO에 대한 지원도 제외)
2) 다자간 원조는 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에 직접 출연하는 방식
3) 1970년 유엔총회에서 선진국이 국민소득의 최소 0.7%를 개도국에 ODA로 지원하기로 결의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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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선진국의 재정악화로 GNI 대비 ODA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2000년대부터 개도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차 상승

- 양자 간 무상원조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다자간 원조의 비중이 늘고

있으며, 이 중 비구속성 ODA가 증가하는 추세

ODA의 형태 및 GNI 대비 비중 추이

자료: OECD DAC

□ 2008년 기준 ODA 총액은 약 1,198억달러로 전 세계 GNI(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대비 약 0.28%4)를 차지

- 현재 ODA 주요 지원국은 27개 OECD 국가이며 특히 OECD 산하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DAC) 22개 회원국이 주축

ㆍ최근 10년간 전체 ODA에 대한 기여도는 미국(25.9%), 일본(15.8%),

독일(12.0%) 순

- 중국 등 일부 非OECD국가도 전략적 차원에서 저개발국에 ODA를 제공하는

등 ODA를 확대하고 있으나, 세계 전체 ODA는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

ㆍ북유럽 3국 등 5개국5)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유엔 권고치인

ODA/GNI 0.7%에 미달6)

4) GNI 대비 비중은 2007년 기준
5) 북유럽 3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 2008년 DAC 회원국 전체 평균 ODA/GNI 비율은 0.3%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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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ODA 확대 필요성에 직면

□ 한국은 ODA 수혜국에서 OECD 회원국으로 성장했으나, ODA 원조 규모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정체 상황

- 한국은 1945~1999년 기간 총 128억달러의 ODA 지원을 받음7)

- 그러나 해외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의

ODA 규모는 40억달러에 불과(전 세계 ODA에 대한 기여도는 0.7%)

ㆍODA 규모가 OECD 회원국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사회

로부터 비판적 평가8)

□ 최근 대내외적으로 ODA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ODA의 적정

규모 및 효율증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

- 자원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글로벌 자원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ODA를 통한 자원외교의 중요성이 부각

- 한국은 2010년 G20 의장직 수행, DAC 가입9) 등을 앞두고 있어 개도국

지원 문제에 대한 의사를 적극 표명해야 하는 상황10)

- 국격 제고를 위하여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원조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

ㆍ국가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는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자국민의 글로벌 활동무대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

7) 수혜총액은 2005년 불변가치로 460억달러 수준
8) 미 연구기관인 세계개발센터가 부유국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개발공헌지수(CDI)

평가(2009.10.22)에서 한국은 2년 연속으로 2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빈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인색하고, 개도국의 최대 수출품인 쌀 수입을 막고 있으며, 저개발국 노동자의 이주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
9) DAC 회원국이 되면 최소 GNI 0.7%의 ODA를 공여할 의무를 가지며, 最貧國과 高外債貧國에 구속성

ODA도 불가
10) 2009년 6월 한국-아세안 정상회의(제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까지 對아세안 ODA를 2배

이상인 4억달러로 증액할 것을 약속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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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ODA의 현황과 과제

ODA 규모가 커졌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

□ 한국은 1980년대 중반 '3저호황',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사정

개선에 힘입어 88올림픽 이후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ODA를 시작

- 對개도국 차관지원을 위해 1987년 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300억원을 조성

ㆍ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1,000만달러), 인도네시아 파당市

우회도로 건설사업(1,300만달러)에 최초 지원

- 1991년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원조지원 체계를 구축

연도별 ODA 지원현황(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ODA 총계 212 265 279 366 423 752 455 699 802

양자

계 131 175 207 245 331 463 376 494 539

무상

-KOICA

48

44

53

47

67

59

146

122

212

175

318

202

259

192

361

270

369

272

유상 83 119 140 100 119 145 117 132 171

다자간 81 93 72 121 83 289 79 206 263

ODA/GNI 0.04 0.06 0.06 0.06 0.06 0.10 0.05 0.07 0.09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수출입은행

□ 한국 ODA 규모는 2008년 현재 GNI의 0.09%까지 증대되었고 인적교류도 확대

- 2000년 2.1억달러 수준에서 2008년 약 8억달러로 증가해 GNI 대비

0.04%에서 0.09%까지 증가

- 저개발국 연수생 초청사업은 1991년 362명에서 2008년 4,109명으로

증가했으며, 봉사단 파견도 같은 기간 중 81명에서 2,317명으로 급증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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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ODA 지원규모는 DAC 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절대적·상대적 측면에서 취약한 수준

-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등 특수한 안보상황, 압축성장기의 부족한

인프라 건설 등으로 ODA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유럽의

소국인 벨기에, 스위스, 아일랜드보다도 ODA 규모가 작음

- 한국의 GNI 대비 ODA는 0.09%로 북유럽 국가들의 1/10 수준이며,

DAC 회원국의 가중평균(0.3%) 및 단순평균(0.47%)에 미달

ㆍ2008년 한국의 GNI 대비 ODA는 조사대상국11) 가운데 25위로 체코

(0.11%), 슬로바키아(0.1%) 등 신흥국보다 낮음

유상원조 및 구속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 연간 한국 ODA 중 유상원조 비중이 32%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음

- 세계 각국의 원조가 대부분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무상원조 비율은 2008년 68% 수준

ㆍ북유럽 3국의 경우 1980년대에 이미 유상원조를 거의 중단

ㆍ1970년대에 유상원조 비율이 70%를 넘었던 일본도 부채탕감 효과로

인해 무상원조 비율이 100%를 상회

양자 간 ODA 중 무상원조 비율 추이(순지출 기준)

자료: OECD DAC

11) 조사대상국은 DAC 22개국과 한국을 포함한 非DAC 5개국 등 총 27개국이며, OECD 국가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멕시코, 터키, 아이슬란드는 제외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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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원조 시 조달품에 대해 국적을 제한하는 등 구속성 지원의

비율이 DAC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은 양자 간 원조 중에서 경쟁 조달을 허용하는 비구속성 비율이

2007년 현재 24.7%에 불과

ㆍ유상원조인 경제협력기금은 국제통화가 아닌 원화자금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구속성 성격을 내포

- DAC 회원국들은 2001년 最貧國 및 高外債貧國에게는 비구속성 지원을

하도록 합의했으며, 이후 비구속성 비율은 2007년 84.6%12)까지 상승

□ 한국 ODA 중 구속성, 유상원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最貧國이나

아프리카보다 중·저소득국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우선

- 2008년 KOICA 무상원조는 아시아에 1,213억원(39.7%)을 지원한 반면,

아프리카에는 전체 지원액의 19.8%인 606억원만 지원

ㆍ전체 지원액 중 最貧國 지원비율은 26.9%, 중·저소득국은 40.9%

개도국 지원 중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비율(순지출 기준)

(단위: 백만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한국
4.38

(2.6)

5.63

(2.7)

18.98

(7.7)

28.11

(8.5)

39.14

(8.4)

47.83

(12.7)

70.17

(14.3)

미국
1,975

(23.8)

3,189

(30.2)

5,063

(34.5)

4,186

(25.8)

4,438

(17.3)

5,805

(27.4)

5,031

(26.6)

일본
1,091

(14.6)

700

(10.5)

704

11.1)

838

(14.2)

1,103

(10.6)

2,596

(35.7)

1,766

(30.6)

북구 3국
1,113

(35.0)

1,269

(36.7)

1,732

(40.5)

1,832

(38.1)

2,103

(37.2)

2,425

(37.2)

2,810

(37.6)

자료: OECD/DAC

12) 구속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제적 경쟁 원칙을 배제함으로써 원조 물자 및 용역비용이 15∼30%

증가하고, 선진국의 중상주의적 원조로 수혜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이 약화되며 수혜국 기업의

발전이 저해되기 때문. OECD (2008.7.).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730호

7

추진체계의 통합조정 기능이 부족

□ 한국의 ODA는 외교통상부가 무상원조를 기획재정부가 유상원조를 담당

하는 독과점적 체제에서 2000년대 이후 다원체제로 전환

- 1986년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의 제정으로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1991년『한국국제협력단법』제정으로 무상원조는 외교통상

부가 주관

ㆍ유상분야는 수출입은행이, 무상분야는 KOICA가 사업타당성 평가

및 집행을 담당

- 2000년 이후 과학·정보통신·농업 분야 부처가 전문성을 내세워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국제화를 위해서 필요한 ODA를 시작

- ODA의 통합조정 역량 제고를 위해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

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위원회 조직으로는 통합조정에 한계

□ 다수의 기관이 ODA에 참여하면서 지원대상국 수가 대폭 늘어나고

프로젝트의 소규모화 가능성이 증대

- 2008년 말 누계기준으로 1.52조원의 무상원조가 123개국에 지원되었으며,

45개국에 4.76조원의 유상원조가 승인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원대상국만 증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 1991년 개발도상국가와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경제개발 지원을

통해 한국의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

- 2008년 현재 27개국 28개 사무소를 운영하며 연간 40여개국, 700명 이상을 파견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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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계 주요국의 ODA 정책

1. 주요국의 ODA 정책 유형

□ 한 국가의 ODA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에는 크게 국익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와 인도주의를 중시하는 '이상주의'가 존재

- 현실주의는 냉전기의 미국처럼 외교 및 안보를 중시하거나 일본처럼

경제적 실익을 위해 ODA를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

- 이상주의는 북유럽 국가와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 해소 및

인도주의 실천이 ODA의 목표라는 인식

ODA에 대한 두 가지 시각

현실주의 이상주의

원조동기

및 목적

국가안보

경제실익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 해소

인도주의 실천

추구방법 지원국의 독자적 결정 강조 후진국 수요 반영

효과평가 단기 혹은 중기 장기

공여방식 양자 원조
국제기구 활용

양자 원조

지리적 배분
지원국의 국가정책상 필요에

따라 결정

공평배분

최빈국 강조

대표 국가 미국, 일본 북구 3국

□ ODA 규모와 이상주의적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ODA 정책의 유형을 구분

- ODA 규모평가 (Y축): 최근 10년간 세계 전체 ODA에 대한 국가별

기여도 및 ODA/GNI로 평가13)

- 이상주의적 성향(X축): ODA/재정지출, 무상원조/ODA , 비구속성원조/

ODA을 통해 종합 평가14)

13) 최근 각국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ODA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정을 감안
14) ODA 이상주의 성향 평가는 보통 ODA에서 차지하는 무상증여 및 구속성 비율을 사용하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최근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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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ODA 초기型, ODA 중간型, ODA 선진型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속한 국가의 사례를 제시

① ODA 선진型(북유럽 3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 ODA 기여도와 규모가 크고 무상원조 중심으로 이상주의적 성향이 높은

유형

② ODA 중간型(미국, 일본)

- ODA 규모와 기여도는 크지만 현실주의적 성향이 다소 강한 유형

③ ODA 초기型(한국)

- ODA 기여도가 낮고 유상원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경제적 실익을

중시하는 유형

주요국의 ODA 유형화

주: 1) 원의 크기는 2007년 각국의 절대 ODA 액수 (서유럽 3국은 평균치로 대체)

2) 미 의회연구처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중국의 총원조액은 251억달러이나

중국정부의 공식통계는 20억달러로 발표되었음. 본 도표는 공식통계를 따름

자료: DAC, 중국 통계국 통계 연감,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9.2.25)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730호

10

2. 주요국의 ODA 정책 사례

미국: ODA 중간型으로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

□ 해외원조를 법제화하고 담당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冷戰시대부터 체계적으로

ODA를 실시

- 1947년 트루먼 정부 당시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지원이

대외원조의 효시

- 1961년 9월 『해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을 제정하고 원조

기관인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설립

ㆍ케네디 대통령은 "해외원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저개발국에

불안이 확산되어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과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ODA의 필요성을 역설 (1961년 USAID 설립 당시 연설)15)

□ 2001년 이후 세계 최대 원조국이나 경제규모 대비로는 유럽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 공여 수준은 낮음

- 최대 지원국이며 무상원조 비율도 높아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

ㆍ2008년 260억달러를 지원한 세계 최대 원조국이며, 2005년 사상

최고인 279.3억달러의 ODA를 純지출

ㆍ무상원조가 2000∼08년 동안 연평균 14.6% 증가했으며 양자간

원조는 전부 무상원조

- 그러나 2008년 ODA는 GNI 대비 0.18%로 전체 OECD국가 중 21위에

불과해 경제규모 대비 낮은 수준

15) USAID 웹사이트 USAID History <http://www.usaid.gov/about_usaid/usaidh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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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역사적으로 1963년 0.6%가 최대이며 1997년에는 0.09%까지 낮아진

적도 있었음

□ 인도적 목적 이외에도 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

- 패권국으로 지역분쟁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국은 ODA를

안보 차원의 국익실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

ㆍ2007년 미국의 ODA 지원 대상국 중 미국 주둔지역인 이라크(37.5억

달러), 아프가니스탄(15.1억달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

- 2007년 USAID가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16)을 발표할 정도

□ 단순히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활용하여

공중교육, 공중보건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수혜국의 자생력 증진을 도모

- 평화봉사단은 1961년 케네디 행정부 시절 창설된 이후 약 20만명의

봉사자들이 136개국에서 활동

- 특히, 교육과 보건 등 소프트 인프라17) 구축을 지원하여 수혜국의

실질적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

의회의 인준까지 받는 평화봉사단 단장

▷ 평화봉사단의 단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이는 평화봉사단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상징

- 국제개발 전문가 애론 윌리엄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후 2009년

8월 상원의 승인으로 18대 단장으로 최종 임명

- 애론 윌리엄스 단장은 1967년부터 70년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평화봉사단의

자원봉사자로 일한 경험이 있어 평화봉사단의 58년 역사를 상징

16)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7.5.). Strategic Plan Fiscal Years 2007-2012
17) 도로, 항만 등 전통적인 하드인프라(Hard Infrastructure)와는 달리, 삶의 기초가 되는 교육,

보건, 문화 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간접자본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730호

12

일본: 경제실익을 중시하는 ODA 중간型으로 최근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화

□ 1950년대부터 해외원조를 시작해 1990년대에는 세계 최대 원조국으로 부상

- 1950년대 전후배상과 콜롬보계획18) 가입을 계기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조를 시작

- 1991년 원조규모가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기타 선진국의

ODA가 정체되었던 10년간 지속적으로 최대 원조규모를 유지

□ 2000년대에 들어서 장기간에 걸친 불황과 재정악화로 ODA가 급감

- 2006년 영국에게 2위 자리를 내준 후 2008년 5위까지 순위가 하락

- 절대규모의 축소와 더불어 ODA/GNI 비중도 1984년 0.34%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7년 0.17%까지 급감

ㆍ2007년 기준 국민 1인당 ODA 부담액 및 對GNI 비중은 DAC 22개

회원국 중 20위로 최하위권19)

일본의 ODA 규모 추이

자료: 일본 외무성

18) 콜롬보계획은 1950년 동남아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채택한 원조계획

으로 일본은 1954년 참여
19) 2007년 기준 국민 1인당 ODA 부담액은 약 60.1달러로 1위인 노르웨이 796.4달러의 1/10에도 못미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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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국익, 국내사정, 세계경제상황에 연동된

ODA 정책을 추진

- 자본재 수출기회의 확대, 원자재의 안정적 조달과 동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 확대가 국익 차원에서 가장 중시20)

- 농업, 공업, 인프라 등 개별 분야에 대한 자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 지출을 확대21)

□ 구속형 중심의 ODA에 대한 대내외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수혜국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비구속형 ODA로의 전환을 추진 중

- 일본은 자국의 고유 기술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재료 및

설비 등의 조달에 국적을 제한하는 등 기술협력과 실익을 연계

ㆍ2007년 한해 동안에만 전문가 조사단을 약 1만 3천명, 협력대원

약 5천명 등 약 1만 8천명을 기술협력의 일환으로 전 세계에 파견

- 최근 선진국 전문가 파견에 드는 비용 경감 및 자금사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수혜국 내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진

일본 ODA 정책 중 비판받았던 인도네시아 Asahan 프로젝트

▷ 일본은 1997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알루미늄 제련소 건설과 관련된 ODA

프로젝트를 시행했으나, 오히려 현지사회에 경제적 타격을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

- 인도네시아 Asahan 프로젝트는 알루미나제련소 (22.5만톤), 수력발전(600MW),

공업용수댐, 도로 등을 건설하는 종합 프로젝트

- 알루미늄 생산을 위한 수력발전댐 건설 이후, 강의 수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현지 사회가 큰 타격을 받아 2009년 9월 수마트라섬 주민 8,400명이 일본정부에

대해 총액 420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

20) 2000년 이후에는 對아시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제3세계 지역 비중이 다소

확대 (對아시아 ODA 총지출 비중은 1985년 71.6%에서 2007년 61.6%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아프

리카 비중은 14%에서 19.5%로 확대)
21) 2007년 양자간 ODA 총액 58.4억달러 중 기술협력은 26.3억달러로 약 45%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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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3국: 인도주의 원칙에 충실한 ODA 선진型

□ 북유럽 3국의 ODA는 인도적 국제주의(Humane Internationalism)와

사회민주주의 모델 전파라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시작

- 후진국의 빈곤퇴치는 선진국의 의무이며, 결국 선진국의 장기적인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바탕

ㆍ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오랜 역사를 통해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뿌리내렸음

- 지정학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빈곤지역에 대한 원조 비율도 지속적

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정책목표에 충실

ㆍ전체 지역 중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비율(2007년 기준): 북유럽 3국

(38%) > 일본(31%) > 미국(27%) > 한국(17%)

□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의 ODA 공여국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 2008년 북유럽 3국의 전체 ODA 규모는 115억달러, GNI 대비 비율은

0.9%로 유엔에서 권고한 0.7% 수준을 상회22)

ㆍ전 세계 1인당 ODA 규모도 룩셈부르크(834달러)에 이어 노르웨이

826달러(2위), 스웨덴 511달러(3위), 덴마크 508달러(4위) 순

- 정부가 원조정책의 시행을 주도함으로써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NGO와도 긴밀하게 협력

ㆍ1960년대부터 외교부 또는 부서 내 별도 조직이 총괄 관리:

노르웨이(NORAD)23), 덴마크(DANIDA)24), 스웨덴(SIDA)25)

22) 북유럽 3국의 GNI 대비 ODA 비율(단순평균치)은 1970년대부터 이미 0.7%를 지속적으로 상회
23)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1962년)
24)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1963년)
25)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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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스웨덴의 경우 양자간 원조의 18%를 NGO를 통해 실행하고 있으며,

자국 내 13개 단체와도 적극적으로 협력

- 정치·경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ㆍ경기가 악화되는 경우 자국 기업과 개도국 기업 간의 산업협력을

촉진하는 등 여론악화를 방지함으로써 ODA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SIDA)의 ODA 관리

▷ 스웨덴 외무부 산하의 SIDA는 ODA를 총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 수혜국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6,000여건의 원조 프로그램을 시행

- 직원을 수혜국 스웨덴 대사관에 파견 (정보수집, 프로그램 홍보, 사후

모니터링 등을 담당)

- 지원사업의 결정과정(통상 10개월 소요): 원조신청서 접수 → 국제협력 기준

통과여부 심사 → 수혜국과의 대화 → 최종심사 → SIDA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발주(대상: 전 세계 기업) → 공개입찰을 통한 수주 기업 결정

□ 수혜국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를 획득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효과를 향유

- 공여국보다는 수혜국의 수요에 따른 원조를 시행함으로써 수혜국

내에서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 달성

ㆍ노르웨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조노력 지원'

목표에 충실함으로써 '인도주의 초강대국(Humanitarian Superpower)'

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

-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ㆍ對베트남 3위 공여국인 덴마크는 「코펜하겐 기후협약」에서

개발 도상국인 베트남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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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제언

제언 1: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I의 0.35%로 확대

□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에 상응

하는 규모의 ODA가 필요

- 2015년 한국의 적정 ODA 규모는 GNI의 0.35%(OECD 국가 평균수준)인

43억달러(2008년 불변가격)

ㆍ2008년 현재 미국과 일본의 GNI 대비 ODA 비율인 0.18% 수준과 비교

하여 지나친 확대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 국가도 경제

규모가 커지기 전에는 각각 0.6%, 0.34%까지 최대 지원한 경험

ㆍ정부는 2008년 8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5년까지 GNI의

0.25%인 3조원으로 ODA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ODA 규모 추정

▷ 2015년 현재 적정 ODA/GNI : OECD 국가들이 2015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도달한 각 연도(예: 독일 1990년, 일본 1991년)의 ODA/GNI 평균 비율인 0.35%를

한국에 적용

- OECD 국가의 과거 1인당 국민소득을 각국의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08년

불변 가격으로 환산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5년 2만5천달러에 도달할 것을 가정 (연평균 3.9% 성장)

- GNI도 2015년까지 연평균 3.9%씩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2015년 GNI는 1조 2,224억

달러(2008년 가치기준)이며, GNI의 0.35%는 43억달러임

제언 2: 인도주의적 지원비중을 늘리고 OD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원조를 실시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보다 아프리카 비중을 늘리고, 최빈국 비중도 확대

- 지리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현재 50:15:

35의 비율을 2015년까지 40:30:30 수준으로 전환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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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계층별로 현재의 최빈국 30%, 중소득국 이상 55%를 최빈국 40%

이상으로 확대

□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ODA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재정수지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ODA의

확대는 자칫 경제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

ㆍ해외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국내

저소득층 지원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

- ODA 확대로 정치·외교적 國格이 높아지고 국가 브랜드 및 이미지가

개선되어 결국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ODA의 善循環 구조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필요

ㆍ2009년 9월 방한한 미젠고 피터 핀다 탄자니아 총리는 "한국정부의

각종 무상원조 사업이 탄자니아 발전에 기여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명

제언 3: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한된 자금활용 효과 극대화

□ 시장개척, 자원개발, 국가의 영향력 확대 등 경제실익을 추구하는 ODA는

중국, 일본 등에 비해 그 규모나 경험 면에서 취약

- 일본은 자금 및 장기간의 개발협력 경험, 중국은 풍부한 외환보유고로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막대한 ODA 지원이 가능

ㆍ2009년 11월 6∼7일 도쿄에서 개최된 '일-메콩 유역국 정상회담'

에서 일본은 향후 5,000억엔 이상의 ODA 제공을 합의

ㆍ중국은 자원외교를 위해 나이지리아 등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

□ 한국의 개도국 협력에서 비교우위 분야를 발굴하고 수혜국의 무역창출형

분야에 특화할 필요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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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개발국이 수출과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인프라 투자에 성공한 '베트남 티엔탄(Thien-Tan) 상수도 사업'

▷ 수출입은행이 EDCF 자금 3,300만 달러를 지원한 사업으로 1995년 지원이 결정

되어 2004년 완료된 사업

- 동나이강으로부터 원수를 취수, 정수하여 비엔호아市 및 인근 공업단지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산업발전에 기여

- 동나이省은 베트남 최대의 한국 투자지역, 티엔탄 상수도 사업은 베트남의 수출

및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공업용수를 해결하는 이중의 역할을 담당

- 세계시장 및 경제 관련 교육훈련을 통해 수혜국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기업육성 및 창업관련 행정제도 개선 등을 지원

- 농어촌 개발지원을 통해 저개발국의 농업분야 투자 및 무역창출 기회 발굴

□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주제도를 갖춘 특정

국가를 거점국가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 한정된 자원을 다수 국가와 사업에 배분하면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거점국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효과가 주변국으로 파급되도록

유도

- 주변국과의 우호선린관계, 경제자유화 및 민주화 정도를 고려해

거점국가를 선정

제언 4: 인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수혜국의 발전을 지원

□ ODA 중 인적교류 및 투자는 지원국과 수혜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사업

- 연수생 초청 확대 및 교육사업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우수인재를

교육함으로써 수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

- 국내 전문인력의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은 장기적으로 개도국 전문가

육성 등의 효과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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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교류를 통해 수혜국 전문가가 된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1975년부터 78년까지

美 평화봉사단(Peace Corps)의 일원으로 충남 예산중학교

에서 '심은경'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영어를 가르친 경험

- 부임 기자회견에서 "1970, 80년대 한국에서의 평범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행운과 경험이 저를 도와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과거 평화봉사단 경험을 강조

▷ 이러한 교육원조는 한국의 시골 학생들이 영어와 미국 문화를 배울 수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스티븐스 대사와 같은 한국(수혜국) 전문가를 양성하였다는 점에서

수혜국과 지원국 양쪽 모두 得이 되었음

□ 파견인력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을 통해 질적 수준도 제고

- 정부 장학금을 확대하여 저개발국의 유망한 청년을 초청하고 국내인력

파견도 확충

ㆍ수혜국 전문가 그룹을 수시로 국내에 초청하여 연수하고 국내전문

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

- 해외봉사단의 파견인력 중 대학생 등 청년층의 비중을 확대하고 파견

전 충실한 사전교육을 실시

ㆍ교육·보건 등 지원대상국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인력을 집중 파견

제언 5: 원조역량 강화를 위해 원조대상국 연구를 강화

□ 한국의 OD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조역량의 강화가 필요

- ODA는 분명한 사전계획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고 ODA의

목표와 개별 원조사업이 부합되지 않으면 ODA의 효과가 없음을 인식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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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인식 및 발굴 능력, 우선순위 결정 등 원조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혜국에 대한 지식,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어야 함

□ 원조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원조대상국에 대한 이해가 필수

- 수혜국의 기초연구를 위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

정보를 수집해야 함

- 해당국 연구전담을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현 ODA 추진

체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

현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지원효과를 극대화한 호주의 메콩강 우호교 건설

▷ 호주의 지원으로 건설된 인도 차이나의 메콩강을 연결하는 제1 우호교

(Frienship bridge)는 태국 농까이와 라오스의 비엔티안을 연결하고 있는

1,174미터의 다리

- 호주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남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메콩강 다리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

- 우호교는 라오스를 외부로 연결하고 중국에서 태국을 잇는 가장 중요한 길목

- 총공사비 7.5억바트를 들여 29개월간 공사를 하여 1994년 4월에 완공되었으며

다리에는 영어로 "호주인들이 태국인과 라오스인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표기

26) 1991~2003년 기간 한국의 ODA가 수혜국의 1인당 소득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한국의 수출증진에도 기여하지 못함. 무상원조는 FDI 증진에 기여했으나 유상원조가 FDI 증진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없었음. 그 이유는 ODA가 분명한 정책을 갖지 못했고 우선순위를 구체화하지

않았으며 목표와 원조사업이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이계우, 박지훈(2008),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20년의 평가".『韓國開發硏究』, 29(2), 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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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11. 3 11. 4 11. 5 11. 6 11. 9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1,182.00

90.41

1,178.40

90.31

1,179.80

90.77

1,168.00

90.75

1,161.00

89.70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5.56

4.43

5.60

4.47

5.58

4.46

5.58

4.46

5.59

4.49

주가지수(KOSPI, 종가) 1,549.92 1,579.93 1,552.24 1,572.46 1,576.79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7월 8월 9월 10월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5.2

4.7

8.2

5.1

5.1

9.3

2.2

0.9

-2.0

..

..

..

2.9

1.4

8.9

..

..

..

..

..

..

제조업생산 증가율1)

평균가동률

8.7

80.0

7.1

80.1

3.0

77.2

0.8

78.7

1.0

77.7

11.3

80.2

..

..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3.5

82.7

0.02

3.2

78.3

0.02

3.2

76.9

0.03

3.7

92.8

0.02

3.7

90.5

0.02

3.4

82.6

0.02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2.5 4.7 1.6 2.2 2.2 2.0

수출(억달러, FOB)2)

(증감률)

수입(억달러, CIF)

(증감률)

3,254.7

(14.4)

3,093.8

(18.4)

3,714.9

(14.1)

3,568.5

(15.3)

4,220.1

(13.6)

4,352.8

(22.0)

319.8

(-21.9)

276.4

(-35.6)

289.6

(-20.9)

273.9

(-32.2)

345.1

(-7.8)

298.0

(-24.6)

340.3

(-8.3)

302.3

(-16.3)

경상수지(억달러) 53.9 58.8 -64.1 43.6 19.1 42.0 ..

외환보유액(억달러) 2,389.6 2,622.2 2,012.2 2,375.1 2,454.6 2,542.5 2,641.9

총대외지불부담3)

(억달러)
2,601 3,832 3,811 .. .. .. ..

1) 통계청 (2009. 10. 30.) “2009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2) 지식경제부 (2009. 11. 1.) “2009년 10월 수출입동향”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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