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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Micromechanisms for Efficient
OD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Kitae Sohn and Minhee Kim
2009년 11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에 따
라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과거
원조의 한계와 실패의 주요 원인 중 다섯 가지를 개관하고,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
중 교육, 건강, 제도, 금융 네 분야에 대해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
였다. 나아가 이들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시메
커니즘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분야에서 두 가지씩 실험사례를 소
개하여 이해를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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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사업을 예로 제시함으로써 어떻게 미시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원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논리에 기초한 원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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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
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손기태․김민희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에 가입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크게 증가될 계획이
다. 본 연구는 규모 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공적개발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미시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과거 원조의 한계와 원조실패의 주요 원인 중 5
가지를 개관하고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 중 교육, 건강, 제도, 금융 네 가지
분야에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 4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시메커니즘 이해가 필
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분야에서 2개의 실험 사례를 소개하여 미시메커
니즘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원조사업을 예로 들면서 원조사업에 미시메커니즘을 어떻게 적
용하여 원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마샬플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원조는 대
체로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데 큰 한계를 보였거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원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3

국문요약 │

오히려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원조가 필요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원조 방법에 내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다. 원조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는 공여담당자와 수원담당자 모두 원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유인
의 부재이다. 현 원조체제에서 공여담당자가 받는 상벌내역은 원조목표
달성 수준과 긴밀한 관계가 없고, 수원담당자도 원조금 또는 원조물자로
빈민의 생활수준향상에 기여하지 않아도 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비한 유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원조가 UN의 새천년 발전목표와 같이 혁명적인 큰 틀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원조대상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과 보건을 포함
한 인적자본과 인프라 부문의 점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원조대상의
생활수준이 더욱 효율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방법
으로 시장경제논리에 기초한 유인체계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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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ODA 실패1)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현재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성장
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원조총액 1억 달러 이상 또는 국민순소득 대비
0.2% 초과라는 원조수준을 충족시켜 지난 11월 25일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10년 1월부터 회원국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원조규모는 현재까지 꾸준히 증대하였고 DAC 가입
으로 원조액이 증액될 예정이지만 증액 자체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장은 없다. 2차 세계대전 후 현재까지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유엔개발계획(UNDP), 유니세프(UNICEF), 세계
의료기구(WHO) 등의 세계적인 개발원조조직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은 공여국(이하 공여국은 개발원조조직까지 포괄)이 상당한 액수의

1) 본 연구에서 뜻하는 ODA 실패는 ODA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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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저개발국에 지원하고 있지만,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
었다는 근거는 희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
까지 발표되고 있다(Easterly 2001). 실제로 원조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마샬플랜(Marshall Plan)을 통한 서유럽의 재건 외에
우리나라, 대만 등이 저개발 수원국에서 중진국으로 발전한 예이고, 현재 급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는 ODA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높은 경
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원조실패의 대표적인 예가 아프리카이다. 2장 2-마 절에서 더 자세히 설
명하겠지만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GDP 대비 원조액이 큰 지역이
다. 그러나 [그림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GDP 대비 원조액의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GDP성장률은 하락하였다. 물론, 원조가
GDP성장률을 저하한 것이 아니고 경제성장률 저하로 더 많은 ODA가 제공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변수가 반대방향의 추이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
나 수십 년 동안 같은 결과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원조증액 자체만으로
는 저개발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1-1. 원조액과 1인당 GDP 성장률의 관계-아프리카 ❚

주: 10년 이동평균으로 계산함.
자료: Easterly(2003),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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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시메커니즘에 초점을 둔 개발경제학의 등장
가. 인과관계의 중요성
우리나라나 대만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세기 이상 막대한
액수의 ODA 제공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개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달성에
실패하자 지난 10~15년 전부터 MIT의 Abhijit Banerjee와 Esther Duflo,
하버드의 Michael Kremer가 주축이 된 Poverty Action Lab을 중심으로
미시경제학을 이용해서 원조와 경제성장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자들은 경제성장이라는 ‘커다란’ 질문에 거시
지표와 같은 ‘커다란’ 대답을 찾지 않고 메커니즘이 뚜렷한 미시정책을 통한
효율적인 빈민의 생활수준향상에 원조의 초점을 맞춘다. 생활수준향상은 학
교, 병원, 도로와 같은 사업 결과물과 구분하여 결과물을 통해서 지식수준
향상, 건강상태 개선, 실질임금 증가와 같은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지칭
한다. ‘효율’은 동일한 정도의 생활수준 향상, 즉 사업 ‘효과’를 최소의 비용
으로 달성하거나 주어진 비용으로 사업 ‘효과’를 최대로 발생시키는 상태를
일컫는다.
최근 미시개발경제학의 주요 관심 중의 하나는 ‘유인’에 기초한 변수 간
‘인과관계’의 파악이다. 유인은 경제학에서 인간의 행태를 설명하는 기본도
구이기 때문에 미시개발경제학에서 유인을 경제개발에 적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시개발경제학에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인과관계의 파악이다.
변수 간 상관관계만으로도 학술적으로 흥미 있는 연구주제로 발전할 수 있
으나 정책단계에서는 인과관계 파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시개발경제학에
서 인과관계가 중시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상관관계에 기초한 정
책집행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성
적이 높은 학생(B)이 교과서를 소유(A)하고 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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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크게 3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1: 교과서를 소유하면 성적이 향상된다(A →B).
가설 2: 성적이 높은 학생이 교과서를 소유한다(B →A).
가설 3: 성적과 교과서 소유여부는 무관하고, 부모의 학력, 재산 등과 같은
제3의 변수가 학생의 성적향상과 교과서 소유를 동시에 결정한다
(A ↮B, C →A,B).
가설 1이 옳다면 원조를 통한 교과서 무상제공이 성적향상에 기여하겠지
만 가설 2 또는 3이 옳다면 교과서 무상제공은 성적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를 초래한다.
인과관계는 원조효과에 기초한 현 원조사업평가방식의 한계를 드러낸다.
인과관계 파악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사업효과가 원조사업에서 기인했는지 알
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교과서 무상원조 이후 성적이 향상되었다면 성적향상
이라는 효과는 실제로 발생했지만 이 효과가 무상원조 때문에 일어났는지
확신할 수 없다. 가설 3과 같이 교과서 무상원조와 동시에 이루어진 제 3의
현상, 예를 들어 교사 임금상승에 따른 강의의 질 향상으로 성적이 향상되었
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교과서 무상원조는 실제로
아무런 효과를 일으키지 못했지만 시기적으로 우연한 이유로 사업이 효과적
이라고 평가할 오류를 범하게 된다.

나. 인과관계 측정방법
학술단계에서 정책단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시개발경제학자는 상관관계보다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고
인과관계를 찾아내기 위해서 대조실험, 자연실험, 도구변수 등의 다양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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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경제학적 도구를 활용한다. 도구변수는 계량경제학적으로 변수를 대조실험
또는 자연실험과 같이 조정하는 방법이고 본 연구의 독자에게 지나치게 기
술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대조실험과 자연실험에 대해서만 간략히
기술한다.2)
사회과학에서 실험이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과는 심리학이다. 최근 심
리학을 경제학에 응용하는 행태경제학이 등장하였고(Thaler 2000), 행태경제
학, 심리학, 미시개발경제학 간 교차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10~15년 전
부터 미시개발경제학에서도 실험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심리학과 행태경제
학에서 이루어지는 실험과 미시개발경제학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간 차이 중
하나는 규모이다. 전자에서는 실험실 규모로 실험이 수행되는 반면 후자에서
는 마을 또는 학교 단위로 실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시개발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실험의 기본적인 개념은 심리학이나 행태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개념
과 동일하다. 실험대상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로 분류해서 실험군에
는 특정 정책을 실시하고 대조군에는 이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후, 실험자는 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얻은 효과와 정책수행에 지출된 비
용을 바탕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한다.
대조실험은 특정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인 데 반해 자연실험
은 관심변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연 또는 인위적인 현상(주로 정부정책)이
대조실험과 동일한 조건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1978년 경제개혁의 일환으
로 시행된 차(茶)와 과수 가격 인상이 중국의 성비 조절을 위해서 사용되지
는 않았지만 중국의 성비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있다(Qian 2008). 이
연구에서 차 생산에 유리한 환경조건을 갖춘 지역은 실험군, 차 생산에 적합
하지 않은 지역은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남아 대비 여아 비율을 종속변수, 차
가격 조절을 통한 차 생산량 변화를 독립변수로 간주하여 두 변수 간 인과

2) 인과관계 측정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Duflo, Glennerster, Kremer(2006)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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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 미시개발경제학에 대한 비판 및 대응
미시개발경제학이 과거 개발모형의 비판으로 등장하였지만, 대조실험 또는
자연실험에 기초한 미시개발경제학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비판은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일반균형현상(general equilibrium
phenomenon), 호손효과(Hawthorn Effect)/존헨리효과(John Henry Effect)
이다. 대조실험이나 자연실험의 결과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도출되기 때문
에 실험환경, 즉 정책환경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비판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책은 추가적인 실험과 경제이론의 적용이다. 물론 실험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실험비용은 원조액에 비하면 미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험을 실시하여 인과관계와 효율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원조의 효
율성 제고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 및 예산제약으로 모든 환경
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일정 수의 실험 후 축적
된 실험결과와 경제이론을 종합하여 다른 지역에서의 정책효과를 예측해야
할 것이다.
일반균형현상이란 국지적으로 시행된 정책이 경제 전반으로 확대 시행되
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
에서 말라리아 방지를 위해서 살균처리가 된 모기장을 무상제공한 후 말라
리아 감염률이 50% 낮아졌다고 하자. 그러나 이 모기장을 전국에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에도 전국 감염률이 50% 감소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국지 실험 시, 실험지역의 모기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후 이 지역민을 말
라리아에 감염시켰다면 동일한 정책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했을 때 감염
률이 50%까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 지역에서 모기장이 사용
된다면 모기인구가 감소하여 말라리아 감염률이 50%보다 더 감소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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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일반균형현상에 대한 무지는 미시개발경제학의 방법론의 문제라기보다
실험 부족에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외적 타당성과 마찬가지로 일반균형현상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실험과 경제이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험 중 가장 정선된 방법은 의학실험이지만, 경제학에서 실험은 의학실험
과 같이 실험자와 피실험자 모두 누가 실험군이고 누가 대조군인지 모르는
이중맹검(double blind)을 사용할 수 없다. 그 결과 실험에 참여한다는 자각
때문에 실험군과 대조군은 비실험환경에서는 취하지 않을 행동을 실험환경에
서 취할 가능성이 있다. 실험군의 행동변화를 호손효과(Hawthorn Effect),
대조군의 행동변화를 존헨리효과(John Henry Effect)라고 한다. 예를 들어,
금전적 유인이 교사의 출석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실험에서 실험군은
실험목적에 자신의 행동을 맞추기 위해서 금전적인 유인이 주는 영향 외에
의도적으로 더 많이 출석한다면 실험효과가 과대평가된다. 반대로 대조군이
실험군과 경쟁하여 높은 출석률을 기록한다면 실험효과가 과소평가된다. 미
시개발경제학자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험기간 후에도 실험군과
대조군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험
을 설계한다.

3. 연구방향
원조는 저개발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대외정책 중의 하
나이기 때문에 많은 미시경제학자들이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
법을 찾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원조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원조
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효율적인 원
조수행을 위한 표준적인 방법이 존재하지도 않고, 원조와 경제성장 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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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연구는 현재도 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
지만 연구가 축적되면서 학자와 정책담당자 간에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
진 내용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원조담당자가 효율적
인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도움이 되고자 한
다. 또한 개별 분야 내 개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
항은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는 효율적인
원조를 위한 큰 틀 제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 원
조실패의 이유를 개관하고 3장에서 경제성장의 4가지 주요 요소를 설명한
후 이 요소를 중심으로 미시메커니즘을 찾아내기 위한 8개의 실험 사례를
기술한다. 4장에서는 현재 세계은행이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사업
중 하나를 비판하면서 미시메커니즘을 실제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 소개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미시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ODA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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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거 ODA의 한계와 원인 개관

본 장은 원조가 저개발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근거
를 제시하고 효과부재의 주요 원인을 개관한다. 아래에서 개관한 모든 문제
가 각 원조사업에 내재해 있지도 않고, 아래의 원인들이 원조실패의 모든 이
유도 아니다. 또한 이 원인들이 학자들과 정책담당자 간 합의를 본 사항은
더욱 아니다. 원조의 실패원인은 공여국, 사업, 수원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 기술된 원인 외의 다른 사항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러
나 많은 사업이 수행되면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논란의 여지 속에서도 상
당부분 동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개
관한다.

1. ODA의 한계
과거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었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수십년 동안의 원조제공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소한 중진국 대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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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과거 저개발국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영국을 시작으로 G-7 또는 최초
OECD 회원국에서는 경제성장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졌고, 소위 아시아의 4
용으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 우리나라와 대만만이
냉전 시 공산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의 전초기지로 원조를 받으면서 고
속경제성장을 달성하여 현재 선진국 또는 최소 중진국의 대열에 들었다. 중
국은 1970년대 후반, 인도는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고속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지만 이 국가의 경제성장은 원조보다 시장경제논리에 기초한다.
시기별로 1인당 GDP 순위가 가능한 국가 수가 변하기 때문에 [표 2-1]
에서는 주요 수원국의 1인당 GDP 순위를 백분율화하여 생활수준향상을 측
정하였다. 예를 들어, 어느 시기에 통계가 존재하는 국가수가 180국이고 어
느 국가가 90위를 기록하면 50%, 최하위를 기록하면 100%를 할당받는 식
이다. 1970년대 최대 수원국인 인도의 1인당 GDP 순위는 93.8%였지만 이
후 2000년대에는 75.8%로 순위가 향상되었다. 인도 외의 다른 국가도 비슷
한 추세를 보여 원조가 생활수준향상에 기여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최대수원국인 이집트를 보면 1980~1990년대에 이집
트의 1인당 GDP가 63%에서 59%로 향상되어 원조가 이집트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집트는 1970년대 주요 수원국이 아니었음
에도 불구하고 1970~1980년대 이집트의 1인당 GDP는 이미 73.6%에서
63.0%로 상승하였다. 즉, 이집트가 주요 수원국이 되기 전에 이미 경제성장
의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었고,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은 원조보다 기존의
모멘텀에 기인하였다는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1980년대의 다른 주요 수
원국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으며 1990년대에도 동일한 추세가 반복된다. 특
히 1980년대 이전 중국은 주요수원국이 아니었지만 1인당 GDP는 1970
~1990년대 98.4%에서 72.3%로 급상승하였다.
현재까지는 원조액의 절대수치로 원조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소규모 원조만으로도 경제성장에 효과가 발생한다면

20│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표 2-1]과 같이 대규모 원조에만 초점을 맞춘 자료는 편향된 근거일 것이
다. 그러나 본 장의 2-마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경제규모 대비 원조액의
비중이 커도 원조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원조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형성하여 자생적 경제성장을 저해하기도 하였다.

❚ 표 2-1. 시기별 주요 수원국의 1인당 GDP 순위 추이 ❚
(단위: %)
1970년대

1970년대 1인당
GDP(%)

1980년대 1인당
GDP(%)

2000년대
1990년대
(2000~2008년)
1인당 GDP(%)
1인당 GDP(%)

인 도

2,786.8

93.8

89.5

82.4

인도네시아

2,057.4

91.7

76.0

68.1

71.1

베트남

1,369.0

-

94.5

86.2

78.9

방글라데시

1,358.9

93.0

91.5

87.2

84.7

이스라엘

1,317.1

19.4

16.4

15.4

15.3

1980년대

1970년대 1인당
GDP(%)

1980년대 1인당
GDP(%)

75.8

2000년대
1990년대
(2000~2008년)
1인당 GDP(%)
1인당 GDP(%)

이집트

2,643.3

73.6

63.0

59.0

58.4

이스라엘

2,258.2

19.4

16.4

15.4

15.3

인 도

1,735.3

93.8

89.5

82.4

75.8

인도네시아

1,669.9

91.7

76.0

68.1

71.1

방글라데시

1,571.4

93.0

91.5

87.2

84.7

1970년대 1인당
GDP(%)

1980년대 1인당
GDP(%)

1990년대

2000년대
1990년대
(2000~2008년)
1인당 GDP(%)
1인당 GDP(%)
59.0
58.4

이집트

2,990.7

73.6

63.0

중 국

2,021.3

98.4

87.3

72.3

61.6

이스라엘

1,987.7

19.4

16.4

15.4

15.3

인도네시아

1,603.0

91.7

76.0

68.1

71.1

인 도

1,266.3

93.8

89.5

82.4

75.8

주: %는 1인당 GDP의 세계 순위를 백분율화한 수치.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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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ODA 한계의 원인
가. 원조조직 내외에 피드백과 책임 부재
Easterly(2006)는 원조조직 내외에 부재한 피드백(feedback)과 책임
(accountability)에서 원조의 실패원인을 찾고 있다. 조직 내 유인체계를 고
려할 경우, 공여국은 수원국의 생활수준 향상보다는 조직생존에 초점을 맞출
유인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공여국은 원조금 획득에 노력을 기하고 원조금
할당, 원조금 사용, 사용 감시, 사후 검토 등에 소홀하기 쉽다. 후자의 활동
결과에 따라서 차기 원조액수가 정해질 수 있지만 원조사업 실패 시 공여국
은 원조사업 외부의 영향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였고 이 영향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더욱 많은 원조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액을 요청하기도 한다.
사업성과와 긴밀한 연계 없이 획득한 원조금은 일정 기간 내 소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원조금이 지출되기도 한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원조의 직접적인 대상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원조금이 지출
되기보다는 정부 또는 원조조직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원조금이 사용된
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정부는 원조대상의 필요보다 정부 관료의 사리사욕을 충족시키는 사업을 수
행하여 원조금을 유용할 우려가 있다. 원조금에 의해 개인소비, 정실주의 등
이 경제 및 사회구조에 깊이 자리잡게 되면 원조가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
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조직 내의 유인체계뿐만 아니라 원조관계에서 공여국은 수원국에 비해서
협상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공여국은 수원국의 의견을 받아들일 유인이
적고, 사업실패 시 수원국이 공여국을 마땅히 제재할 방법도 없다. 그러므로
사업실패가 확연히 드러난 후에도 공여국은 수원국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공
여국의 상품 또는 더 나은 외국상품이 존재해도 공여국의 상품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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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공하는 등 실패한 사업이 정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나. 수원국의 경제발전단계와의 연관 부족
조직 내외의 유인체계 외에도 원조가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와 관계없이 이
루어진다면 원조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 원조는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McKinlay, Little(1977, 1978a,
1978b)는 양자 간 원조가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와 관계없이 주로 역사, 정치,
전략적 관계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고 서술적인 분석을 하고, Alesina(2000)
는 계량경제학 기법을 통하여 이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표 2-2]에 구체적으
로 나타난 바와 같이 포르투갈, 프랑스, 호주, 벨기에를 중심으로 한 몇몇 선
진국은 국가의 경제발전단계, 빈곤수준, 정치경제체제에 관계없이 과거 식민
지에 상당부분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한
미국은 과거 식민지보다 외교/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집트와 이스라엘, 최근에
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 표 2-2. 과거 식민지에 할당된 양자 간 원조액 비중(1970~1994년) ❚
(단위: %)

공여국

과거 식민지에 배정된 양자 간 원조액 비중

호 주
벨기에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 국
미 국

55.5
53.7
57.0
2.6
9.0
6.3
17.1
22.5
99.6
4.8
78.0
2.9

자료: Alesina(2000),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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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 유인의 부재
공여국 내외의 유인체계와 수원국 결정 기준 외에도 원조, 특히 군사 및
전략원조와 구별된 경제원조 논리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Friedman(1958)과 Bauer(1976)는 한 국가 내에 투자 유인이 있
다면 이미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원조가 필요없고, 투자 유인이
없다면 원조금이 낭비되기 때문에 원조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며 비효율적인
원조금 사용을 예측하였다. 실제로, 투자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원조가 이루
어진다면 원조금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사용될 우려가 있다. 원
조금으로 상품을 해외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더 저렴한 데도
불구하고 전시효과 또는 유치산업발전 명목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산업에 원
조금을 투자하여 동일 상품을 자국에서 생산하여 정부 관료와 관련된 사람
들이 부를 쌓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투자 유인이 존재해도 원조가 없었다면 발생할 민간투자가 원조에 의해서
시장에서 구축될(crowd-out) 수 있다. 이 경우, 원조금이 비록 투자에 사용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조는 단지 민간투자를 대체했을 뿐 투자규모가 증가하
지 않게 된다. 더욱이 공산주의의 실패에서 나타나듯이 수원국의 정부를 통
해서 주로 발생하는 투자가 민간부문보다 비효율적이라면 원조가 투자효율성
을 저하시킬 것이다.
실제로, Boone(1996)은 원조금의 대부분이 투자가 아닌 소비에 사용되었
고, 이 소비의 3/4 정도가 정부부문의 지출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분석하면서
저개발국에서의 투자 유인 부재와 정부투자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다. 원조
금이 비록 소비에 사용되었더라도 단기적으로 빈민의 생활수준향상에 기여했
다면 사용목적에 크게 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조의 혜택이
대체로 부유층에게 돌아가 원조금이 목적에 반하여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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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패한 정부에 원조제공
부패한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필요
로 하는 곳보다 정부 관료의 개인적인 용도에 원조금을 사용하여 비효율적
인 원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로 Burnside, Dollar(2000)는
‘좋은’ 제도를 갖춘 국가에 원조를 제공했을 때 원조성과가 높다고 주장하면
서 제도의 질에 따른 선별적 원조를 강조하였다.
비록 Easterly, Levine and Roodman(2004)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
법론에 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Burnside, Dollar(2000)의 주장이 영
향력을 얻으면서 최근 공여국은 선별적 원조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원조가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Alesina,
Weder(2002)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원조에 관계없이 부패한 정부에 더 낮
은 원조금이 제공된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비록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호주는 부패한 정부에 제공하는 원조규모가 더 작지만 미국은 더 부패한 정
부에 원조를 제공하고 다자 간 원조도 수원국 정부의 부패정도와 관계없이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정확한 수치는 부록 참고).

마. 원조에 의한 경제상황 악화3)
원조→제도개선→투자환경개선→투자활성화→경제성장의 순으로 원조
가 이루어지면 원조는 성공하겠지만, 과거 원조실패가 보여주듯이 이 연결고
리 중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원조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첫 번째 연결고리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원국의
경제상황과 제도가 원조에 의해 악화되어 결국 경제성장이 후퇴한다는 이론

3) 본 절은 Moss, Pettersson, van de Walle(2006)에 많이 의존하여 기술하였기 때문에 각 내용의 이론 및 실증
연구는 원문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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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증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 국가의 관점에서 석유가 횡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원조도 일종의 횡재
로 볼 수 있다. 석유와 같은 자원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경우 이를 자원의 재
앙(Curse of Resources) 또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라고 한다. 원조에
의해서도 네덜란드병이 발생할 수 있다. 대규모의 원조는 한 국가의 통화가
치를 인상시켜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기반을 공고히 할 기회를 놓치
게 할 수 있다. 또한 원조액의 변동이 심할 경우 수원국의 통화정책이 어려
워질 뿐만 아니라 예산계획과 집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원조금이 정
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면 정부는 원조를 무시하고 예산을 계획하
고 집행할 수 있지만, 저개발국에서는 정부지출에서 원조금이 차지하는 비중
이 큰 경우가 많다. 2003년 또는 2004년 52개국의 저소득국가 중 22개 국
가에서 정부지출 대비 원조금 비중이 50%를 초과했고 11개국에서 70%를
초과하였다(Moss, Subramanian 2005). 이처럼 원조금이 정부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정부는 계획에 어긋난 예산집행이 불가피하고 이런 현
상이 반복되면 정부는 예산계획과 집행 자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원조는 경제활동의 유인을 생산에서 재분배로 전환하면서 경제성장을 지
연시킬 수도 있다. 원조와 같은 횡재가 정부에 주어지면 정부 관료는 이 원
조금을 유용해서 정치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정부 관료와 연관된 개인은 생
산보다 원조금의 일부를 얻기 위한 유인을 갖게 된다. 이 현상이 장기간 지
속되면 국가의 투자수준은 낮아지고 스스로 생산할 능력을 잃으며 심한 경
우 원조금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보이게 된다. [표 2-3]에 나열된 바와 같
이 원조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보이는 국가는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경제구조
가 심화되어 생산에 의한 경제성장이 어려워질 경우 정치적 권력자는 생산
보다는 재분배를 통해 부를 얻으려고 할 유인이 커진다. 식량원조를 서로 차
지하려고 벌어진 소말리아의 내전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Mare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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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GDP 대비 ODA 비중이 높은 20개국 ❚
국 가

GDP 대비 ODA 비중(%)
16.1
13.9
12.3
8.1
8.1
8.0
7.2
7.1
7.0
7.0
6.2
6.2
6.1
6.1
5.9
5.9
5.8
5.3
5.2
5.1

코모로
기니아비사우
모리타니
차
드
감비아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
리
소말리아
요르단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라위
레소토
탄자니아
토 고
니카라과
세네갈
브루네이
르완다
주: GDP 대비 ODA 비중은 1970~1999년 기간 중 연간비중의 평균임.
자료: Djankov, Montalvo, Reynal-Querol(2007), p. 31.

원조에 의한 생산유인 감소, 재분배 유인 증가 외에도 원조는 세금징수의
유인도 감소시킨다. 원조금으로 세수를 대체할 수 있다면 정부는 세금징수를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을 잃게 된다. 역사적으로 산업
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 국가에서 먼저 일어
난 이유 중 하나는 부르주아 계급이 정치 권력자의 세금의 임의적 징수를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 권력자는 전쟁 또는 권력팽창을 위해서 자
본을, 부르주아계급은 부의 축적을 위해서 세금의 임의적 징수 포기를 포함
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정치 권력자는 세금의 임의적 징수와 같은 권력남용을 포기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전쟁 또는 권력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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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에 필요한 자본을 얻고, 부르주아계급은 정치적 권력자에게 자본의 일부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권력남용을 제한하면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Tilly(1975)
는 “국가가 전쟁을 만들었고 전쟁은 국가를 만들었다(The state made the
war and war made the state)”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원조금이 정부지출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 정치적 권력자는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보다 권력남용을 통해서 단기적 이득을 취할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그림 2-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GNI에서 원조금의 비중이 높은 나
라일수록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이 경우, 참정권, 사회간
접자본, 제도개선, 사회보장과 같이 경제성장에 기여할만한 제도가 불충분하
게 마련되고 결국 경제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 그림 2-1.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의 원조와 세금 비율(1972~1999년) ❚

주: GNI 대비 원조비율과 GDP 대비 세금 비율을 4년 평균으로 계산함.
자료: Moss, Pettersson, van de Walle(2006),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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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 경제성장요소와 실험 사례

원조를 통해서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원조금을 특정 분
야에 사용해야 한다. 원조분야는 식량원조와 같은 소비 또는 교육과 같은 투
자에 사용될 수 있다. 원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금액
이 사업대상의 생활수준향상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현재 학계에서 경제성장에 중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4분
야에 대해서 개관하고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실험을 소개하여 미시메커니즘
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실험내용은 주로 개인이 유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미
시경제학의 근본은 개인의 유인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실험내용을 읽으면
서 독자는 개인이 특정 유인에 반응하는 사실에 대해서 특별한 흥미를 느끼
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서는 모든 물체가 중력에 이끌려 아래로 낙하
하기 때문에 물리학은 흥미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와 동일하다. 실험내용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면 미시메커니즘에 대한 흥미를 고취하
고 이해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인에
반응하는가; 2) 1)에서 반응이 관찰되었지만 왜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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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또는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유인에 반응하지 않는가; 3) 원하는 반응을
유도하는 데 어떤 장애가 있고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유인이 효
과적인가.

1. 교육
미시개발경제학 중 실험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교육과
보건이다. 통화정책과 같이 거시적인 변수를 조절하는 실험은 거의 불가능하
지만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실험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실험의 용이성 외에 이 부문에서 실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더 큰 이
유는 교육과 보건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 및 실증연구
가 꾸준히 발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있어서 교육과 의료가 갖는 중요성은 학계에서 최근에
야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고전적인 경제성장의 모형인 Solow 모형에는 교육
과 의료를 포함하는 인적자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술, 물적자본, 노동이
경제성장의 기본요소로 선택되었다(Solow 1956). 그러나 Solow 모형을 이
용해서 경제성장의 기여도를 계산했을 때 노동이나 자본이 아닌 기술발전이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구성하자 Solow 모형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Fabricant 1954; Abramovitz 1956, Kendrick 1956; Solow 1957).
Solow 모형에서는 기술이 외부적으로 주어졌고 생산요소가 수확체감하기
때문에 이 모형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 유지, 선두다툼, 내생적 기술발
전, 수확체증 등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Frankel(1962)과
Romer(1986)는 Solow 모형에서 수확체감의 가정을 수확체증과 내생적인
기술로 대체하여 AK(기술-자본) 모형을 제시하였다. AK 모형에 따르면, 저
축증가 또는 투자에 사용된 원조가 자본축적을 유도하고 자본축적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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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이끈다. 그러나 1980년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외
채상환문제가 불거지면서 투자증가만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힘들어지자
AK모형은 설득력을 잃었다(Easterly 2001, ch. 2).
AK모형 중 각광을 받은 Lucas(1988)의 버전은 기존에 축적된 인적자본
에 비례해서 인적자본이 증가하고, 인적자본증가가 경제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4) 그러나 Benhabib,
Spiegel(1994)은 국가 간 비교에서 인적자본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이 큰 상관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Ha, Howitt(2007)은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연구개발인력 성장률은 하락하였지만 생산성은 하락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Lucas의 모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Solow모형과 AK모형이 비록 현실 예측에 한계를 나타냈지만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인적자본에만 초
점을 맞추면, 이론적으로 Romer(1990)는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가 생성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모형을 제시
하였다. 실증적으로도 Mankiw, Romer, Weil(1992)은 Solow 모형에 인적
자본, 특히 2차 교육기관 등록비율과 같은 양적인적자본 변수를 도입하여 다
른 경제성장요소와 함께 경제성장의 80% 정도를 설명하면서 경제성장에서
인적자본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Hanushek, Woessmann(2008)은 학력이
양적으로 같더라도 저개발국과 선진국 간 교육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대한 인적자본의 기여도를 측정할 때 양적 인적자본이 아닌 질적 인
적자본이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anushek, Woessmann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결국 한 국가의 교육,
특히 수학과 과학교육의 질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Hanushek Woessmann 2008에 종합됨).

4) 단 기존에 축적된 인적자본은 경제성장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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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 특히 질적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의 주요요소라는 점은 학계에서
어느 정도 동의가되었지만 AK모형이 예측한 바와 같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
자 증가만으로는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연구결과, 학계에서는 인적자본에 투
자를 ‘얼마나’보다 ‘어떻게’ 하느냐로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하였다. 이 분야
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 중 Aghion, Howitt
(2006, 2009)은 Schumpeter(1934)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개
념을 응용하여 산업정책, 교육정책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차
별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이론에 따라서 도출된
교육정책의 한 예는 한 국가의 기술수준이 최첨단과 가까울수록 고등교육에,
멀수록 기초교육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방지하는 정책이다.

2. 보건
교육이 인적자본의 전부는 아니다. 인적자본의 대표적인 요소인 건강과 노
동생산성 또는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최근 급속도로 이루어지
고 있다.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건
강이라는 주관적인 개념을 수치화해야 한다. 건강을 수치화한 대표적인 척도
는 다음과 같다: 키,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질병률, 일상생활
활동(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전반적 건강상태(GHS: general
health status), 영양분 섭취량. Strauss, Thomas(1998)는 이와 같은 건강
수치를 통해서 건강과 노동생산성, 나아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다룬 미시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건강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쪽으로 경제학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거시연구도 미시연구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Fogel(2004a,
2004b)은 1800~1980년 영국에서 영양분 섭취량이 증가하면서 이전에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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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영양상태가 열악했던 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한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개선되는 2가지 현상이 동기간 1인당 소득성장률의
30%를 설명한다고 추정하였다. 같은 글에서 Fogel은 전염병 발생빈도의 하
락, 설탕과 육류섭취의 증가, 의복과 주거의 개선이 동기간 1인당 소득성장
률의 20%를 추가적으로 설명한다고 계산하였다. 결국, Fogel의 추정이 옳다
면 건강개선이 지난 200년 동안 영국의 1인당 소득성장에 절반가까이 기여
했다고 볼 수 있다. Fogel과 마찬가지로 Arora(2001)도 장기경제성장에 초
점을 맞춰 건강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측정하였다. 그는 경제성장
후에 인구의 건강상태가 개선된 것이 아니고 건강상태가 개선된 후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고 건강개선은 지난 100~120년 간 주요 공업국의 경제성장
중 30~40%를 설명한다고 추정하였다.

3. 교육과 보건
인적자본 중에서 교육과 건강 중 어느 요소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논
란의 여지가 있다. Arora(2001)는 양적 교육변수와 건강변수가 0.8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양적 교육변수가 경제성장에 선행하지 않았기 때
문에 건강변수가 경제성장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시실증연구가 아닌 미시실증연구에서 Case, Paxson(2008)은 영양상
태가 좋은 건강한 사람이 높은 임금, 즉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이는 것 같지
만 건강한 사람이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높은 임금은
높은 교육수준에 기인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즉 Case, Paxson은 건강과
노동생산성은 상관관계일 뿐이지 인과관계는 아니고 실질적인 인과관계는 교
육에서 경제성장으로 흐른다고 주장하였다. Case, Paxson의 연구는 건강,
교육,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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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uss, Thomas(1998)가 종합한 많은 미시연구를 고려할 때 건강과 경제
성장 간 양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고 건강이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
하는지에 대한 결론은 추후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과 건강은 개인복지향상 외에도 양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대표적인 예가 실리콘 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교류이다. Saxenian(1996)은 매사추세츠 168번 도로
근방과 실리콘 밸리의 사업문화를 비교하면서 전자와 달리 후자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단독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성과를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Solow 모형 이후에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에서 인
적자본, 특히 교육의 외부효과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실리콘 밸리에서와 같
은 일화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교육의 외부효과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 효과의 실증적 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
가 있다. Rauch(1993)는 미국 도시 간 교육과 수입수준을 분석하여 한 지역
의 평균교육수준이 1년 증가하면 그 지역의 생산성이 2.8% 증가한다고 측
정하면서 교육의 양의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
서는 교육이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수입이 교육에 미치는 역인
과관계가 통제되지 못하였다. Acemoglu와 Angrist(2000)가 의무교육법을
이용해서 역인과관계를 통제하여 1950~1990년 미국 센서스 자료를 분석하
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육의 외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의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연
구도 있다. 한 예로, 1973~1974부터 1978~197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유
수출로 얻은 수입의 일부를 61,000개 이상의 학교 설립에 사용하였다. 1,000
명당 한 개의 초등학교가 지어졌을 때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신규집단은
0.12~0.19년의 교육수준 증가와 1.5~2.7%의 임금증가를 경험하였다(Duflo
2001). 그러나 신규집단이 학교 신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기존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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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쟁을 하자 기존집단의 임금이 3.8~10% 하락하였다(Duflo 2004). 이 경
우, 신규집단은 기존집단의 임금에 음의 외부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양의 외부효과 존재여부와 그 크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결론을 내
리기 어렵지만 개인적, 사회적인 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이 경제성
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Hanushek,
Woessmann 2008).

4. 제도
교육과 의료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함께 경제성
장에 있어서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North와 Thomas(1973)는 “좋
은”5) 제도, 특히 사유권 보장이 서유럽 경제성장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사유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은 자신이
소유한 소비재와 생산요소를 언제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단시간에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를 최적수준 이상으로 구입하고 투자 유인을 잃게 된다. 투자
가 이루어져도 수익률 회수기간이 긴 투자보다 단기간에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가 최적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사유권 보장은 소비와 투
자를 효율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최근에는 제도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더 엄밀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논
의에 계량경제학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Acemoglu, Johnson, Robinson
(2001)의 글이 대표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같이 말라리아를 포
함한 풍토병이 많은 지역에는 거주를 위한 유럽식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북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유럽과 비슷한 환경조건을 갖춘 지역에는 거주

5) ‘좋은’ 제도의 항목과 지표는 Kaufmann, Kraay, Zoido-Lobaton(2002)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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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유럽식민이 이루어졌고 유럽의 좋은 제도가 후자 지역에 이식되어
이 식민지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Sokoloff, Engerman(2000)은 아메리카의 경제사연구를
통해서 무엇이 좋은 제도인지 지적하였다. Sokoloff, Engerman는 아메리카
의 대부분의 국가는 유럽식민을 경험하였지만 현재 다양한 수준의 경제개발
단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에서 찾는
다. 구체적으로, 라틴아메리카와 서인도제도와 같이 커피, 설탕 등 규모의 경
제와 노예노동이 필요한 농산물 재배에 적합한 지역에는 소수의 유럽지배계
층을 위한 제도가 정착된 반면 북미와 같이 밀 등 가족노동에 적합한 지역
에서는 중산층을 보호하는 제도가 정착되었다. 제도 정착 후 라틴아메리카와
서인도제도에서는 기득권층이 경제성장에 반하지만 자신의 정치 및 경제적
특혜를 잃지 않기 위한 제도를 옹호하였고 북미에서는 대중이 권익증진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를 확대하였다. 결국 Sokoloff, Engerman에
따르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에 따라 초기제도가 마련되고 초기제도가
유지 또는 심화되면서 두 지역의 경제성장 추세가 달라졌다. 이처럼 제도학
파는 기본적으로 제도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역환경
은 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achs, Warner(1997)는 제도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열대성기후, 풍토병, 육지에 둘러싸인 위치와 같은 지
리적 조건이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제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Sachs(2002a, 2002b, 2005)는 이 주장을
아프리카에 적용하면서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위한 초기정책은 대단위 원조
를 통한 말라리아 등의 풍토병 퇴치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Acemoglu,
Johnson, Robinson(2002)은 1500년 전후까지 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부유
한 지역이었다고 밝히면서 Sachs의 지리결정론을 반박하고 나섰다. Easterly,
Levine(2003)은 지리적 조건이 1995년 1인당 GDP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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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고 제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를 발표하여
경제성장에 있어서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Rodrik, Subramnanian,
Trebbi(2004)는 Easterly, Levine(2003)의 표본을 확장했을 때에도 지리적
조건보다 제도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으면서 경제성장에서 제도
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 Glaeser, La Porta,
Lopez-de-Silanes, Shleifer(2004)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논
문에 사용되는 변수와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현재까지 축적
된 연구에 따르면 제도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부정하기
어렵다(Acemoglu, Johnson, Robinson 2005).

5. 금융
Solow 모형이 경제성장 논의에 도입된 후, 경제성장에 있어서 기술, 자본,
노동 외에 추가적으로 인적자본과 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
외에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여러 요소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존재하고
이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고 있다. 이 중 한 요소를 추가적으로 선택하자면 금융을 들 수 있다.
금융은 자금을 공급하는 예금자와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를 연결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예금자는 누가 투자를 원하는지, 투자
자는 누가 자금을 공급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양측이 접
촉하여도 예금자는 투자자의 지불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금자에게 투자자의 지불능력에
대한 정보가 있어도 대출에 필요한 계약체결과 계약집행에 따른 비용이 발
생한다. 금융기관은 이와 같은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을 줄여 투자를 활성화해
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Levine(1997)은 금융이 다음의 5가지 역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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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을 돕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기술하였
다: 거래․연개매매․다각화, 위험결합 촉진; 자원배분; 경영자 감시와 기업
통제; 예금유통; 재화와 용역 거래 촉진.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이 없다면 가난하지만 능력이 있는 개인이 대출을 통
해서 교육이나 건강과 같은 인적자본에 투자를 하거나 기계설비와 같은 물적
자본에 투자를 한 후 수익 중의 일부를 원금과 이자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평생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예금자는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있는 개인에게 대출할 것이다. 그러나 예금자가 투자
자의 환급능력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대출을 기피할 경우 투자자는 필요한 신
용을 얻지 못하는 신용제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
문에 예금자는 투자자에게 담보를 요구하여 파산에 대비하고 투자자도 담보를
잃지 않기 위해서 환급을 할 유인을 갖는다. 그러나 저개발국의 개인은 대부분
담보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대체로 인적 또는 물적자본에 투자하지 못하여 높은
미래소득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실증적으로 Banerjee, Duflo
(2008)는 제조업 물적자본투자에, Rosenzweig, Wolpin(1993)은 농업 물적
자본투자에, Edmonds(2006)는 인적자본투자에 신용제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담보제공문제 외에도, 현재 저축을 할 여유자금이 있고 저축을 하지 않으
면 미래에 후회할 것을 알지만 의지가 부족하여 저축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의지를 과대평가하여 현재 저축을 하지 않고 미래로 저축을 연기한 후 결국
저축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행동경제학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Thaler
(2000)는 이와 같은 행동이 현실적인 인간의 행태라고 주장하였다. Thaler,
Benartzi(2004)는 Save for Tomorrow라는 강제저축을 예로 들면서 일정
수준의 강제성을 통해서 약한 의지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저개발국과 같이 GDP에서 농업의 비중
이 큰 국가에서도 저축의 필요성이 감소하지 않는다. 특히 농산물은 기간별
가격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농민은 소득이 높을 때 저축하고 소득이 낮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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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을 사용하여야 소비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수확 직후 소득의
일부를 저축해서 이 자금을 파종직전 소득수준이 낮을 때 소비 또는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소비수준 유지의 한 예이다.

6. 미시메커니즘의 예
최근까지만 해도 원조는 주로 거시변수에 기초하여 수혜국의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의도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시변수에
기초한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는 근거는 희박하다. 또한
2장에서는 제시된 5가지 원조의 실패원인을 아우르는 공통점은 미시메커니
즘의 결여이다. 이처럼 중요한 미시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다음의 예를 통
해서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예로 들어보자. 한 나라의 교육수준이 1인당 GDP와 양의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상관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1) 교육수준이 높으면 1인당 GDP가 높아진다. 2) 1인당 GDP가 높으
면 교육수준이 높아진다. 3) 교육수준과 1인당 GDP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
고 기후와 같은 제3의 변수가 교육수준과 1인당 GDP를 동시에 높인다. 1)
의 경우,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원조가 그 나라 국민의 1인당 GDP를 증가
시킬 수 있겠지만, 2)와 3)의 경우 원조는 1인당 GDP 증가에 아무런 기여
를 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단순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원조를 제공할 경우
자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
비록 1)이 옳다고 하더라도, 거시변수에 기초한 연구는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교과서, 교복, 급식, 컴퓨터, 장학금 등을 제공하거나, 교장
또는 교사의 임금을 높일 수도 있다. 또는 학교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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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을 것이다. 구상한 모든 방법이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고 동일한 수준의 향상에도 특정 방법에 가장 적은 비용이 들 것이다.
원조담당자는 이 수많은 방법 중 1) 효과가 있고, 2)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
으로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양한 방법 중 교과서 지원
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확인되어도 원조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원조담당자는 교과서를 현금 또는 현물(여기에서는 교과서)의 형태로 지원
할지 결정해야 한다. 현금지원 시, 교과서를 소유한 학생이 교과서를 소유하
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받을 우려가 있다. 원조대상 학생 모두 교
과서를 갖고 있지 않아 거짓말의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조담당자는 다
시 누구에게 이 현금을 줘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학생, 부모, 교사, 교장,
교육감 또는 그 외의 여러 이해관계자는 각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
한 유인을 갖고 있다. 학생에게 현금을 주었을 때 이 학생이 반드시 그 돈으
로 교과서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에게 현금을 주었을 때 이 부모는
반드시 자식에게 교과서를 사서 주리라는 보장은 없다. 더욱이 대체로 아버
지는 자식보다 본인의 소비에 돈을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어머니
에게 줄 것인지 아버지에게 줄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그 외의 이해관계자
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에도 비슷한 고려가 필요하다. 원조담당자는 현금을
받은 이해관계자가 이 현금을 교과서를 구입하도록 유인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물지원 시, 원조담당자는 현물을 무료로 또는 명목적으로라도 아주 낮은
가격을 받고 제공할 지 결정해야 한다. 현물을 무료로 제공하면 교과서를 받
는 학생 수가 늘어나겠지만 교과서가 꼭 필요하지 않은 학생이 교과서를 받
아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 반면, 무료에 가깝지만 명목적으로라도 낮은 금
액의 돈을 지급하면 교과서가 필요 없는 학생이 교과서를 구입하지 않아 예
산낭비를 방지하고 교과서를 받은 학생은 교과서에 대한 심리적인 애착을
가져 교과서를 더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부족으로 교과서가 필요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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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교과서를 구입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현물의 가격수준결정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원조담당자는 현물제공 시기
를 결정해야 한다. 원조담당자는 해당 학생의 현재 학년(예를 들어서, 초등
학교 1학년)에 맞는 교과서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해당 학생이 미래 특
정 학년(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을 이수했다는 조건하에 미래 학년에 맞
는 교과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학생은 교과서의 혜택을 당장
받겠지만 미래 학년이수의 유인이 부족하고, 후자의 경우 전자와 유인체계가
반대이다.
현물가격수준과 제공 시기의 문제가 효율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조담당자는 누가 현물을 생산하고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야 한다. 생산의
경우, 원조담당자는 제한된 예산에서 가격과 품질의 수준과 가격과 품질의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현물의 가격과 품질이 계약대로 이행되었는지
도 확인해야 한다.
현물이 계약대로 생산된 후 원조담당자는 현물의 효용가치를 원조대상자
에게 알려주거나 아무런 설명 없이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추
가비용이 들지 않지만 원조대상자는 현물의 효용을 알기 때문에 현물을 받
거나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다. 후자는 그 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다.
현물제공 시 정보제공 외에도 현물의 배포장소 역시 현물취득 및 이용률
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원조담당자가 교과서를 학교로 일괄 배달시킬
수 있고 또는 교과서 관련 이해관계자(학생, 부모, 교사, 교장 등)가 교과서
제공기관에 직접 찾아올 수 있다. 이 모든 경우, 누가 배포비용을 부담할지
결정해야 한다. 교과서 관련 이해관계자가 배포비용을 지불한다면 그만큼 교
과서를 받는 수가 줄어들 것이다.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
과서 배포비용 전액을 원조담당자가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도보 또는 차량
이용과 관련한 신체적․심리적 비용을 치러야 하고 이 비용을 보상할 수 있
는 유인이 없다면 교과서 관련 이해관계자가 교과서 제공기관에 오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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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교과서 배포에 관한 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교과
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학생 또는 부모가 교과서를 팔 수 있고, 학생
주변 인물이 재판매를 위해서 교과서를 빼앗을 수 있다. 학생이 교과서를 보
관하고 있더라도, 해당 학생이 문맹이면 교과서가 학생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
기 힘들다. 교사가 학교에 나타나지 않거나 교사가 학교에 나오더라도 교과서
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교과서와 학생의 성적 간에는 큰 관련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원조형식이 현금이든 현물이든, 원조담당자 본인 역시 자신의 효용
을 극대화할 유인이 있다. 원조담당자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원조의 일부를
유용할 수 있고, 효율성과 관계없이 뇌물을 가장 많이 주거나 원조담당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원조생산권, 원조배포권, 원조물품 자체를 제공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원조담당자의 부정을 막는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모든 의사결정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교과서 지원이
현금 또는 현물로 최적화 상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원조
문제는 남아 있다. 원조효과 측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교과서 원조 혜택은
원조담당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다. 등록률 상승, 출석률 상승, 성적 향
상, 10대 여성의 임신율 하락, 에이즈 감염률 하락, 10대 청소년의 범죄율
하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치화가 가능하지만 수치화가
어려운 혜택도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자기만족도, 교사의 수업준비 부담의
경감, 교육에 대한 관심증가, 학생 간 우애증가 등은 교과서 제공의 혜택이
지만 수치화하기가 어렵다.
수치화가 쉽든 어렵든 위의 모든 효과는 교과서 원조가 원조대상자에게
주는 혜택이다. 그렇지만 교과서 원조가 원조대상뿐만 아니라 원조대상자 주
변인에게까지 주는 혜택 역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과서 제공으로
학생의 출석률이 증가할 경우 출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학교에 가지 않
을 학생이 친구가 학교에 가기 때문에 이 학생도 학교에 간다면 교과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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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단기적인 원조효과만 고려하였지만 장기적인 원조효과까지 고려
해야 최종적으로 교과서 원조혜택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
학교 1학년에게 교과서를 제공했을 때 학생의 성적이 10% 증가하였고, 이
와 같은 성적의 증가가 해당 학생의 평생임금을 1%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
다. 또는 성적증가로 학생의 평생 에이즈감염률이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
면, 이 효과 역시 교과서 원조혜택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원조가 최종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유권보장이 필요불가
결하다. 사유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인적 또는 물적자본에 투
자를 하기보다는 단기 소비에 급급할 것이다. 교육을 예로 들 수 있다. 교육
은 인적자본의 한 형태로 현재소비를 줄이는 대신에 미래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투자이다. 그러나 사유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교육을 통해서 증가한
임금이 쉽게 착복된다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인이 줄어들 것이다.

7. 실험 사례-교육
가. 학업 유인(Incentives to learn)
1) 실험배경
교육에 관한 기존연구는 주로 교재나 커리큘럼 등의 외부영향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는 학생 자신의 노력이다. 네덜란드의 비정부단체(NGO)인 International
Child Support(ICS) Africa는 학업에 대한 내적 동기를 고취시키는 유인이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적이 우수한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Girl's Scholarship Program(GSP)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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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성적에 미치는지의 영향에 대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아직 일치된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장학금이 학습노력
을 증가시키면 성적을 향상시키겠지만 학생이 단기적 성적향상에만 집중함으
로써 장학금 중단 후 성적이 장학금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와 장학금이
장기적으로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없을 우려가 있다. 본 실험에서는
장학금이 수혜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단기 및 장기 영향과 비수혜학생의 성
적에 미치는 외부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 실험방법
ICS Africa는 케냐 내 서로 이웃하고 있는 Busia와 Teso에서 GSP를 이
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2001년 3월 ICS Africa는 두 지역의 127개 초등
학교 중 64개 학교를 실험군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6학년 말에 치르는 모의
시험6)에서 15% 이상의 성적을 받은 여학생에게 매년 6.40달러, 2년간 12.8
달러의 수업료를 지급하였다. 케냐의 연간 1인당 GDP가 약 400달러인 점
을 고려한다면 장학금은 학습노력을 증가시키기에 충분한 액수이다. 장학금
은 성적이 우수한 여학생 가족에게 직접 전달되었지만 용도에 대해서 별도
의 감독은 없었다. 그러나 수혜식이라는 형식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족이 장학금을 자녀교육 외에 쓰이지 않도록 사회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나머지 학교는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최종적
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적을 비교하여 장학금 지급이 학습노력을 증가시
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성적향상을 유도했는지 알아보았다.

6) 케냐에서는 초등학교 8학년 말에 치르는 Kenya Certificate of Primary Education(KCPE) 시험을 통과한 학생
만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케냐 학생은 4학년부터 8학년까지 매년 말 모의시험을 통해
KCPE 시험을 준비한다.

44│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미시메커니즘 및 결과
[그림 3-1]은 지역과 성별에 따른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적차이를 보여준
다. 성적을 평균 0, 표준편차 1로 정규화했을 때 실험군의 성적이 대조군의
성적보다 0.15표준편차만큼 더 높아 장학금이 학습노력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효과는 Busia와 Teso 두 지역 간 상이하게 나타났다.
Busia에서는 실험군의 성적이 대조군에 비해 0.25표준편차만큼 향상된 반면,
Teso에서는 두 그룹 간 성적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장학금 유인
이 지역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실험기간 직전 Teso에서 발생한
공립학교 파업에 의해 학교불신 등 학부모 및 학생이 심리적인 악영향을 받
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그림 3-1. GSP가 성적에 미치는 효과 ❚

주: 자료의 표 4-B와 표 5-B의 수치 인용. ( ) 안의 수치는 p 값이 5%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임.
자료: Kremer, Miguel, Thornton(2009).

비록 Busia에서만 장학금의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장학금은 수혜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비수혜학생의 성적도 향상시키는 외부효과를 보였다.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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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여학생의 성적도 향상시켰지만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여학생7)
과 수혜대상이 아닌 남학생의 성적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리하여 Busia
에서 실험군에 속한 남학생의 성적은 대조군에 비해 0.15표준편차만큼 더
높았다.
여학생에게만 주는 장학금이 남학생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외부효과가 발
생한 주요한 원인은 장학금이 교사의 태도 및 출석률 개선을 통해서 면학분
위기를 고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GSP를 시행한 학교의 경우 교
사의 출석률이 대조군에 비해 4.8%포인트 증가하였다.8) 실제로 Busia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장학금 시행 이후 학부모의 감시가 증가하
여 교사의 태도 및 출석률이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금은 비수혜대상자의 성적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혜기간 이후
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어 2001년 6학년이었던 두 지역 실험군 여학생의
2002년 말 모의고사 성적도 대조군보다 0.12 표준편차만큼 높았고, Busia에
서는 0.24 표준편차의 차이가 났다. 이는 장학금이 성적향상을 위한 단기적
인 시험 위주의 공부태도나 커닝을 유발하지 않고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
및 태도를 향상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 교사의 출근율(Monitoring works: Getting teachers to come to school)
1) 실험배경
많은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초등교육을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
지만, 정작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상당히 낮다. 인도 NGO인 Pratham의

7) 실험이 시행되기 전 실시된 시험성적이 하위 25%이면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3%이고, 하위 50%이면 5%,
상위 50%이면 13%, 상위 25%이면 55%이다.
8) 교사의 출석률도 지역별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 Busia 에서는 교사의 출석률이 7.0%p 증가하였지만, Teso
에서는 교사의 출석률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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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조사에서도 인도의 2~5학년 학생의 65%가 간단한 구문조차 읽지
못하였으며, 50%는 사칙연산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교사의 출근율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저개발국 농촌
지역에서는 교사의 출근율이 매우 낮아 농촌지역 학업성취도 향상에 고질적
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업성취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출근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교
사의 출퇴근 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유인제공이다. 본 실험에서는 교사의 출
퇴근 감시와 금전적인 유인이 적절히 조화되었을 경우 교사의 출근율이 증가
하는지, 출근율이 증가한다면 학업성취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측정하였다.

2) 실험방법
2003년 9월 인도 NGO Seva Mandir는 Rajasthan, Udaipur의 113개 비
공식교육기관(NFE: Non-Formal Education Center)9) 중 57개를 실험군으
로, 나머지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Seva Mandir는 실험군의 교사에게 시
간과 날짜를 기록할 수 있는 카메라를 지급하여 출퇴근 시 교사의 학생 중
한 명이 교사와 나머지 학생들의 사진을 찍게 하고 그 기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실험은 2003년 9월에 시작하여 학업성취도를 측정한 2004년 9
월에 공식적으로 종료하였지만 이후에도 무작위 방문을 통해서 교사의 출석
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실험군은 20일 근무에 1,000루피(23달러)를 받으며, 20일을 초과근무 시
1일당 50루피(1.15달러)를 추가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교사가 20일 중 하루
라도 결근하면 50루피의 벌금으로 내야 했다. 근무 1일은 최소 5시간 이상
8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로 정의하여 교사가 출근 직후 퇴근하는

9) NFE는 원거리 등의 이유로 정규 초등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설립된 비정규교육센터로 1997년 인
도에 약 2천만 개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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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방지하였다. 벌금의 상한액은 500루피로 설정하여 교사의 기본적인 생
계를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임금의 범위는 500~1,300루피(11.50~29.50달러)
였다. 반면, 대조군은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1,000루피를 받았다.

3) 미시메커니즘 및 결과
감시와 금전적 유인을 동시에 도입한 결과 교사의 출근율이 단기뿐만 아
니라 장기적으로도 증가하였다. [그림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 시작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출근율은 66%로 동일하였지만 실험 시작 이후부터
종료 시점까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출근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험 종료 후에도 이러한 효과가 지속되었다.

❚ 그림 3-2. 실험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출근율 비교 ❚
(단위: %)

주: 자료의 [그림 2]와 동일함.
자료: Duflo, Hanna, Ryan(2008).

감시와 유인 모두 출석률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출퇴근 감
시가 교사 스스로 출근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저하시켜 출근율을 감소시
킬 수 있지만 금전적인 유인이 크다면 이러한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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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은 이와 같은 상쇄효과를 실험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러나 만약 교사가 출
석일수 증가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출석만 하고 강의를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실험자가 무작위 방문을 통해서
수업을 참관하였을 때 교사가 더 자주 출근해도 강의의 질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출근 후에는 강의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사의 출근율 증가로 대조
군에 비해 실험군의 수업시간은 30% 정도 증가하였고, 강의의 질이 유지되
어 실험 시행 1년 후 실험군 학생의 성적은 대조군에 비해서 0.17 표준편차
만큼 향상되었다.

8. 실험 사례-의료
가. HIV 감염 여부 확인(The demand for, and impact of, learning
HIV Status?)
1) 실험배경
UNAIDS(2006)에 따르면, 매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약 2.7
백만 명이 HIV/AIDS에 감염된다. 아프리카 HIV/AIDS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정부 및 각종 국제기구는 콘돔 무료배포, 자발적 HIV/AIDS 상담 및
검사(Volunatry Counseling and Testing: VCT)를 촉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 아프리카 거주민은 자신의 감염 여부에 대해서 무지하다. 무지의 이유 중
하나는 감염 여부를 떠나서 상담 및 검사를 받으러 가는 행동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염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담
및 검사를 꺼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검사시설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염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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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인
다면 전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VCT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본 실
험은 HIV/AIDS 감염검사에 대한 금전제공이 검사를 받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감염 여부에 대한 지식이 콘돔 구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2) 실험방법
Malawi Diffusion and Ideational Change Project(MDICP)는 말라위의
Rumphi, Mchinji, Balaka의 약 1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각 마
을에서 1/4 정도의 가구가 무작위로 선택되어 2004년 5~8월 이 가구를 대
상으로 HIV/AIDS 검사가 실시되었다. 검사뿐만 아니라 검사결과 확인을 유
도하기 위해서 피검사자는 검사결과 확인 시 무작위로 선택된 1~3달러 범위,
평균 1.04달러의 금액의 상품권을 받았다. 피검사자 중 20%가 무작위로 대
조군으로 설정되어 동일한 유인을 제공받지 않았다.
검사 후 2~4개월 기간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임시의료원이 전 지
역에 설립되었다. 피검사자의 거주지에서 의료원까지의 평균 거리는 2km이
고, 의료원의 95%는 피검사자 거주지의 반경 5km 내에 위치하였다. 피검사
자는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원 위치와 시간을 통보받았다. 추가적
으로 감염여부에 대한 지식이 검사자의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결과 확인 2개월 후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지난 2개월 간 성생활
과 콘돔 구입에 관한 면접이 이루어졌다.

3) 미시메커니즘 및 결과
[그림 3-3]은 검사결과 확인에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 HIV/AIDS
감염여부 확인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인 부재 시 피검사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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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였지만 금전적 유인이 주어진 경우 피검사율은 대조군의 수치보다 2배
나 높은 77%였다. 또한 유인의 강도가 증가할수록 실험결과를 확인하는 비
율도 증가하여, 평균적으로 유인이 1달러 증가하는 경우 검사결과를 확인하
기 위해서 의료원을 찾는 비율이 9.1%포인트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단위 유
인 증가에 따라 검사확인 비율의 증가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1.0~1.5달
러, 이후에는 검사확인 비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극소
액만으로도 검사확인을 유도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그림 3-3. 유인 여부와 유인 강도에 따른 HIV/AIDS 검사결과 확인 비율 ❚
(단위: %, 달러)

주: 자료의 [그림 3]과 동일함. 오른쪽 그림에서 x-축은 금전적 유인액수를 나타냄.
자료: Thornton(2008).

유인이 검사결과 확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우선 유인은 결과확인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및 이동
비용을 보상한다. 또한 감염여부에 관계없이 피검사자는 금전적 보상을 구실
로 의료원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피검사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양성반
응의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그림 3-4]는 양성/음성반응 결과에 따라 상이한 콘돔 구입행
태를 보여준다. 양성반응을 보인 경우 결과를 확인한 피검사자는 결과를 확
인하지 않은 피검사자보다 25.0%포인트 더 많이 콘돔을 구입한 반면,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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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확인여부가 콘돔 구입에 별다른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양성 판정을 받은 피검사자는 자신의 성관계 상대
자를 HIV/AIDS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콘돔을 구입하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된다. 그러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과확인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예방행동을 증가시킬 유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그림 3-4. 결과확인 여부에 따른 콘돔 구입 비율 ❚
(단위: %)

주: 자료의 [그림 5]와 동일함. 왼쪽 그림은 HIV 양성반응을 보인 그룹, 오른쪽 그림은 HIV 음성반응을 보
인 그룹임.
자료: Thornton(2008).

나. 지역 단위에서의 ODA 지속가능성(The illusion of sustainability)
1) 실험배경
최근 원조를 지급한 후에도 원조사업이 자생적으로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서 원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원조대상이 지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난한 원조대상이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경우 원조
대상은 원조 자체를 거부하여 대상 없는 원조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반면,
원조가 무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조 중단 후 자금부족으로 원조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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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이 원조시행 이전으로 후퇴할 위험이 있다.
본 실험은 구충사업에 이 논의를 적용하였다. 구충제를 지급한다면 기생충
의 수를 줄일 수 있지만 재감염 위험이 잔존하기 때문에 일시적 구충제 지
급은 구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결국 원조사업은 이러한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자생적 배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원조중단
후에도 원조대상이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본 실험
에서는 자생적 보급을 유도하는 비용부과 및 보건교육 등이 구충제 복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2) 실험방법
ICS Africa는 학교 보건사업 중 하나인 초등학교 구충사업(Primary School
Deworming Project)을 케냐의 Busia에서 시작하였다. Busia의 대부분을 구
성하는 75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6~18세의 약 30,000명의 학생이 사업
에 참가하였고, 이 중 90%이상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구충제 보급을 통한 보건서비스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
추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험을 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기존에 무료로 배
포했던 구충제에 비용을 부과하였다. 비용부과는 지속가능한 구충제 보급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만 구충제를 구입하고 구입 후에도 금전
지불에 대한 보상심리로 복용까지 할 유인을 제공한다. 단, 첫 해에는 무상
원조가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모든 실험군에 비용이 부과되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교사의 손씻기나 신발신기와 같이 기생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수업이 학생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평가자가
손 및 교복의 청결성을 관찰하였고, 깨끗한 물을 마셨는지 여부는 실험대상
자가 직접 보고하였다. 마지막 실험에서는 사람은 언행일치를 추구하는 경향
이 있다는 점을 응용하여 학생에게 구두로 구충제를 복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실제로 그 약속이 이행되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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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시메커니즘 및 결과
(1) 비용 부과
구충제에 명목적으로라도 낮은 가격을 부과한 경우 복용률이 58%포인트
급감하였다. 이 결과는 비용부과로 자생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제시한다. 즉, 자생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비용을 부과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충제를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수준은 향상되지 않았다. 더욱이 구충제 복용은 기생충 감염방지라는 양
의 외부효과를 가져오지만 개인은 이 사회적 효용을 개인적 효용으로 인식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효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 원조는
사회적 효용과 개인적 효용의 차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용부과 시 구충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구충제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역시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구충제는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지만 감염된 학생 또는 그 부모는 예방효과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
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과거 구충제 배포가 무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액의 비용부과도 사람들에게 비싼 것으로 인식되어 구
충제 구입이 급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보건교육
손 및 교복의 청결성, 신발착용 여부, 깨끗한 물을 마셨는지 여부를 관찰
한 결과 보건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 간 차이가 없었다.
보건교육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실험군이 이미 구충제를
복용하여 재감염의 위험이 낮다고 믿기 때문에 기생충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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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속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언행일치를 원해서 공식적인 약속을 지킬 내
적 동기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실험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응용하여 무
작위로 선정된 부분표본(subsample)에 대해 특정 날짜에 구충제를 복용할
것인지 설문조사하였다.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 간 구충제 복용비율에 차이
는 없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약속이 구충제 복용에 부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지만 내적 동기만으로는 구충제 복용률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
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9. 실험 사례-제도
가. 부정부패 감시(Monitoring corruption: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Indonesia)
1) 실험 배경
부패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만 부패의 정도를 수치화해서 계량적으로 분
석하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부패척결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Becker and Stigler(1974)는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해 감시와 처벌
의 적절한 조화를 제안하였지만, 상위 감시 시스템은 오히려 부패발생의 주
체를 하위에서 상위로 이전시키는 효과밖에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
는 지역단위 즉 하위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감시가 부패척결 방안으로 대두하
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시민감시가 부패행위를 감소시키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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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실험은 세계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Kecamatan
Subdistrict Development Project(KDP) 지구 608개 마을에서 2003년 9
월~2004년 8월 사이에 시행되었다. KDP 자체적으로 자금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감사 및 감사회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시공팀은 공급
자와 담합하여 재료값을 높여 보고하거나 임금을 조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
으로 부패행위를 범하고 있었다.
부패행위의 적발 가능성과 부패행위 빈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
감사를 받을 확률을 기존 4%에서 100%로 인상하였다. 모든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공표되었고 이 공표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무작위로 선택된 마을에서 1~4개월 기간에 실제로 감사가 이루어졌다.
추가적으로 지역단위의 시민감시 강화와 부패행위 빈도의 관계를 확인하
기 위해서 감사회의가 열리기 전 마을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300 또는 500
개의 감사회의 초대장을 무작위로 자녀 또는 이장을 통해서 배포했다.
마지막으로 회의 초대장과 함께 익명 설문지가 배포되어 프로젝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익명성은 보복의 두려움을 제거하여 고발
참여도를 높이고 고발의 내용을 심화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제로 마을 주
민의 89%가 고발에 참여하였다.
부패를 수치화하는 작업은 어렵지만 본 실험에서는 건설인부가 직접 사용
한 비용과 감사회의에서 발표되는 공식적인 비용과의 차이, 즉 소실률
(percent missing)로 부패의 정도로 측정하였다.

3) 미시메커니즘 및 결과
모든 프로젝트에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소실률이 27.7%에서 19.2%
로 약 8%포인트 감소하였다. 소실률 감소는 기존에는 용도를 알 수 없었던

56│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자재 및 노동비용의 지출감소에 기인한다. 지출감소 이유는 대체로 가격하락
보다 사용량감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부패행위는 가격인상보다 사용량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지출이 감소되었지만 도
로의 질은 저하되지 않아 지출감소는 비용절감을 통한 도로의 질 저하보다
부패행위의 실질적 감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모든 사업
을 회계감사하더라도 모든 부패행위를 적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규모(이
실험에서는 약 20%)의 부패는 잔존하였다.
초대장 배포와 익명 설문지 작성기회로 엘리트와 비엘리트를 포함한 참여
율과 비엘리트만의 참여율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시민참여의 확대로 감사회
의에서 부패 문제와 관련된 토론 역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토론 자체가 부패
행위를 범한 사람을 제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토론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
실률 감소는 1%포인트 미만에 그쳤다. 결국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말’보다
는 ‘행동’, 즉 실질적 제재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사유재산권 강화(Empowerment and efficiency: Tenancy reform
in West Bengal)
1) 실험 배경
농지개혁을 통한 재산권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
어 있지만 농지개혁이 농업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인도의 서벵골주에서 시행된
Operation Barga를 통해서 농지개혁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Operation Barga는 등록된 소작농이 생산량의 25%만 지주에게 지
급하면 소작지의 평생보유 및 상속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소작
농의 협상력이 향상되었고 소작권보호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Operation
Barga는 재산권보장의 좋은 사례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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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의 결과 소작농의 수입이 소작농의 노력에 비례해서 결정되기 때
문에 소작농은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을 갖고 소작기간을 평생 보장해줌으로
써 토지에 장기투자를 유도해 농업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작농의 협상력 향상으로 소작농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약화
되면서 열심히 일할 유인이 사라져 농업생산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본
실험은 이러한 상반된 관점에서 인도의 재산권 이전과 관련된 Operation
Barga가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2) 실험방법
재산권 변화가 서벵골주의 농업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서 자연실험이 이루어졌다. 하나는 서벵골주와 기후 및 재배작물, 농업환
경이 비슷한 방글라데시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두 그룹 간 생산성증감을
비교하였다. 즉 Operation Barga가 일어나기 전 농업생산성이 동일한 두 지
역 중 한 지역에만 농지개혁이라는 자연실험이 이루어졌다. 생산성증감은 기
술변화, 자본 및 노동증감과 같이 농지개혁 외의 변수에 기인할 수 있기 때
문에 농지개혁의 강도와 생산성증감의 관계를 측정하여 총 생산성 증감분
중 농지개혁 자체가 기여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3) 미시메커니즘 및 결과
[그림 3-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지개혁을 제외하고 농업생산성과 관
련한 거의 모든 조건이 동일한 방글라데시와 비교하였을 때 1969~1978년
Operation Barga 시행 10년 전 헥타르당 쌀 생산 증가율은 서벵골주에서
9.3%이고, 방글라데시에서 11%로 거의 동일했지만 개혁 후 기간인 1979
~1993년 평균 쌀 생산증가율은 서벵골주에서는 방글라데시보다 25%포인트
높은 69%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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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농 등록률 증가와 쌀 생산성 증가를 이용하여 농지개혁 자체에 따른
쌀 생산성증감률을 측정하였을 때 농지개혁은 개혁 이후 69%의 평균생산성
증가 중 28%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색혁명으로 수익률이 이미
상당히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Operation Barga가 생산성을 추가적으로 향
상시켜 농지개혁이 농업생산성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Operation
Barga가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킨 이유는 농지개혁으로 평생 소작권이 보장되
었고 그 결과 소작농의 투자유인이 증가하였고, 투자증가는 다시 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 그림 3-5. 서벵골주와 방글라데시 헥타르당 쌀 생산량 추이(1963~1993년) ❚

주: 자료의 [그림 4]와 동일함.
자료: Banerjee, Gertler, Ghatak(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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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험 사례-금융
가. 강제성 조정을 통한 저축(Tying Odysseus to the mast: Evidence
from a commitment savings product in the Philippines)
1) 실험배경
심리학에서의 실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hyperbolic 선호를 갖고 있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은 먼 미래에 발생할 소비증가를 위해
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지만 당장 발생할 소비증가는 기다리지 못하고
낮은 수준이라도 당장의 소비를 선호한다. Hyperbolic 선호는 저축에도 적
용된다. 저축은 현재소비를 희생하여 미래소비를 증가시키고 평생효용을 극
대화하는 경제적 선택이다. 그러나 hyperbolic 선호를 가진 사람은 저축을
통해 현재소비를 희생할 수 있는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소비 후 미
래시점에서 미래소비를 증가시킬 기회를 잃은 점을 후회하기도 한다. 따라서
hyperbolic 선호를 가진 사람에게 적절한 구속수단을 적용하여 현재소비를
제한하고 저축을 통하여 미래소비를 증가시킨다면 평생효용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hyperbolic 선호를 가진 사람이 현재소비를 자
제하기 위해 인출제약이 있는 저축상품을 선택하고 이 저축상품 선택이 저
축액의 증가로 이어지는지 알아보았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은 필리핀 그린은행(Green Bank)의 과거 고객이었거나 현재 고객
인 1777명을 무작위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우선 전체 실험
대상에서 50%를 실험군으로 지정하여 인출제한이 있는 저축상품인 SEED를
소개하였고, 실험군 710명 중 202명이 계좌를 개설하였다. 인출제한 저축상
품이 아니더라도 저축상품에 대한 소개 자체가 저축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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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기 위해서 다른 25%를 마케팅그룹으로 설정하여 SEED가 아닌 저축상
품을 소개하였다. 마지막 25%의 대조군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SEED를 소개받은 실험군은 인출목표일 또는 예금목표액을 설정할 수 있었
다. 저축방법 선택에는 제한이 없지만 중도변경은 불가능하며, 예금자는 설정
된 날짜 및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인출을 할 수 없었다. 계좌를 개설한
202명 중 140명이 인출목표일을, 나머지 62명이 예금목표액을 선택하였다.
Hyperbolic 선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질문 1.
오늘 200페소와 1달 뒤 300페소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질문 2. 6달
뒤 200 페소와 7달 뒤 300페소 중에서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질문 1
에서 200페소를 선택하고 질문 2에서 300페소를 선택하면 hyperbolic 선호
라고 정의한다.

3) 미시메커니즘 및 결과
실험결과 hyperbolic 선호를 보인 여성그룹은 다른 선호를 가진 그룹보다
SEED를 15.8%포인트 더 많이 개설하였다. 이는 hyperbolic 선호의 여성은
자신의 인내심 부족을 자각하고 인출제한이 있는 SEED를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SEED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에게서는 hyperbolic 선호와 SEED 간 특별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저축행태에서 나타나는 성별 간 차이는 여성이 주로 가계를 맡고 있
는 필리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SEED를 개설한 실험군과 마케팅그룹/대조군에서 일반 통장을 개설
한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통장 개설 6개월 후 전자의 평균 저축액이 후자의
저축액에 비해 47%, 234페소, 12개월 후에는 82%, 411페소 더 많아서 인
출제한이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저축액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케팅그룹과 대조군의 저축액 간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서 저
축액 증가를 위해서는 상품설명이나 저축권유가 아닌 인출제한과 같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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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저축상품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3-6]에서와
같이 저축액 증감 10분위 별로 보았을 때 역시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 그림 3-6. 저축액 증감 10분위 별 저축액의 변화(12개월) ❚

주: 자료의 [그림 2]와 동일함.
자료: Ashraf(2006).

나. 시기 조정을 통한 저축(Nudging farmers to use fertilizer: Theory
and experimental evidence from Kenya)
1) 실험배경
여러 저개발국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농부가 합리적이라면 보조금 없이도 비료의 비용과 비료 사용에 따
른 생산성 증가를 계산하여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오
히려 비료의 과다사용을 야기할 수 있다.
서부 케냐에서 작물당 비료를 반 스푼 사용하는 경우 40달러의 비용으로
54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이모작으로 연간 7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비료 사용은 저조하였다.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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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 79%의 응답자가 자금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소량구매가 가능
한 비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농부는 비료투자를 위해서 소득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부는 추수 직후 자금이 수중에 있
을 때 자신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고려하여 평생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
를 할 것으로 믿고 비료구입을 연기하지만 인내심이 부족하여 비료구입에
사용할 돈을 결국 다른 곳에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계획에 어긋난 소비행태
는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 설문대상자의 97.7%가 다음 농사철에 비료를 사
용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오직 36.8%만이 실제로 비료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인내심 부족으로 수익률이 높은 투자기회를 잃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금융설계가 투자증가로 연결되는지 알아보았다.

2) 실험방법
Savings and Fertilizer Initiative(SAFI)은 계획수립에도 불구하고 현재소
비를 선호하여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인간행태를 고려하여 비료구입 및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시행하였
다. 현지조사관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추수 직후 실험군
농가를 방문하여 농부에게 다음 농사철에 비료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구입
을 권하고 농부는 쿠폰구입 여부를 즉각 결정한다. 농부는 이 쿠폰으로 비료
를 구매할 때 비료가격을 할인받지 않지만 비료의 무료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대조군에는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았다.

3) 미시메커니즘 및 결과
현지 조사관에 의해 비료구입을 권유받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비료를
11.4%포인트 더 구입하였다. 본 사업은 비료구매뿐만 아니라 비료 사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대조군의 비료 사용률은 34%에 불과했지만 실험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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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률은 45%에 달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서 적은 액수와 한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도 농업생
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비료구입과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무
료배송으로 농부는 비료구입에 들이는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조사관
은 농부의 즉각적인 결정을 유도함으로써 농부가 비료구입을 지체하지 않게
하여 비료구입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즉, 농부는 현재소비를 선호하
고 미래가치를 저평가하여 비료구입을 연기하여 결국 비료구입을 하지 못하
는데 이러한 지체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소액의 한시적인 혜택이 비료
구입과 사용을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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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베트남 북부고지 의료원조 사업

본 장은 사업평가문서(Project Appraisal Document, Report No. 39518
-VN, 2008/2/13)를 바탕으로 세계은행이 베트남 북부고지에서 진행 중인 의
료원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미시개발경제학의 관점에서 이 사업계획을
비판하고자 한다. 북부고지 의료원조 사업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본 장에서 제공하는 사업계획 비판 예를 우
리나라의 유사사업에 적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10)
본 장에 기술된 비판은 미시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
학과 같이 다른 분야의 연구자가 동의하지 않을 부분도 많으리라 사료된다.
아래의 비판은 다른 분야의 시각을 경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의도와 중요성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는 더욱 없다. 독자는 이 비판이 원조사
업에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본 사업과 향후 유사사업 수행 시 사업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려는 의도로 기술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0) 본 장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의료 또는 교육 사업 중 하나를 설명하고
비판하려고 했지만 자료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서 세계은행이 진행하는 북부고지 의료원조사업으로 설명
대상을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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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 설명
가. 배경
공급 측면에서 북부고지의 주민이 이용하는 지구병원(district hospital)의
시설과 서비스가 낙후되었고, 수요측면에서는 지역 주민의 낮은 소득으로 인
해 의료서비스 이용 수준이 낮아 부유층과 빈민 간 의료서비스의 소비 격차가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은행 내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이 베트남 정부에 신용대출을 하였다.

나. 지출계획
국내에서 3,100만 달러 해외에서 2,900만 달러, 총 6,000만 달러의 금액
이 [표 4-1]에 기술한 바와 같이 지출될 예정이다.

❚ 표 4-1. 북부고지 의료원조사업 지출계획 ❚
(단위: 백만 달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지출

0.20

1.00

2.00

10.00

20.00

20.00

6.80

누적지출

0.20

1.20

3.20

13.20

33.20

53.20

60.00

다. 목표
“Decision 139-빈민 의료자금(Health Care Fund for the Poor: HCFP,
이하 Decision 139로 칭함)” 수혜자인 북부고지의 가난한 소수민의 건강증
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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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활동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강화와 Decision 139
수혜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한다.

마. 주요 결과지표
1. Decision 139 수혜자의 지구병원 입원 및 외래 서비스 이용률
2. 생계를 위협할 만한 의료비지출을 경험한 가계비율
3. 북부고지에 맞도록 수정한 전국 표준(Decision 23/205/QD-BYT)에 따
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병원 비율

바. 구체적인 사업활동
세계은행은 북부고지의 가난한 소수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표 4-2]에 나
열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표 4-2. 북부고지 의료원조사업 활동 ❚
사업 항목(원조비)
지구 단위의 의료 서비스 강화
(4,290만 달러)
Decision 139 수혜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재정
원조(1,000만 달러)

사업감독, 평가, 관리(710만 달러)

사업항목 내 세부사항
1.
2.
3.
1.
2.
3.
4.
1.
2.
3.
4.
5.

의료진 역량 강화와 인력 유지를 위한 시험 모형 개발
기초의료기구 제공과 선별적인 시설정비 및 개선
병원 관리개선
의료비가 생계를 위협할 수준일 경우 의료비 원조.
베트남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HCFP의 상한선을 초과
하는 액수에 대한 의료비 원조.
운송이나 식량과 같은 비의료비용 원조.
HCFP 수행의 감독, 보고, 관리역량 강화
기술적 문제, 조달, 금융관리, 지출에 대한 자문 서비스
사업관리 책임자 훈련
필수 사무기기 제공
운용비용 원조
자료수집, 지표갱신, 중간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감사를 포함하여 사업감독 및 평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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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조직구조
사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가 차용자이기 때문에 조직이 [표 4-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긴 수직구조를 보이고 있다.

❚ 표 4-3. 북부고지 의료원조사업 조직구조 ❚
담당조직

책

세계은행

6개월 단위의 감독

의료부(Ministry of Health)

사업의 전반적 사항관리

중앙사업관리본부(Central Project
Management Unit: CPMU)
지역사업관리본부(Provincial Project
Management Unit: PPMU)
중심지(Focal Point)

임

의료부 내에 설립. 사업의 이행과 조정
각 사업지역에 설립. 사업활동의 일상적 운용 책임
각 지구병원에 3개의 중심지 설치. PPMU에 사업진행
상황보고

아. 진행 또는 최종결과의 감독 및 평가
세계은행은 사업이 목표대로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 중 지표
(milestone indicator)와 사업 후 지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계
획이다. 이 지표는 대체로 의료비 부담, 의료서비스의 질, 인적자원 관리와
같이 의료시스템운용의 다양한 면을 측정한다. 사업결과는 주로 특정기간 중
관심지표의 증감으로 평가하고 대조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
우 사업결과는 해당사업 외의 여러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지속가능성
세계은행은 사업기간 중에 설치된 인프라를 사업기간 후에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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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각 지구병원이 지역담당자의 동의하에 사업투자 후 5년 기간의 병원유
지계획과 예산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단, 이 계획은 지역과 지구거주
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의료진
이 사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 후 3년간의
의무 거주 조항을 훈련수혜 조건으로 달았다. Decision 139 수혜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사업 후에도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은행과 베트남
정부는 원조대상의 의료서비스 이용증진과 의료비 지불에 따른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대책을 구상 중이다.

2. 사업계획 비판
가. 사업계획
경제학적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의 제약이다. 예산이 제한되
어 있지 않다면 모든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재화와 용역을 소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거나, 이론적으로는 동일하게, 일정 수준의 효용
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얻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선다. 이와 같이 최소의 비
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을 경우 경제학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한다.

1) 왜 베트남인가?
경제학적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이 사업에 적용했을 때 6,000만 달러라는
신용이 왜 베트남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의 2008년 지각된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베트
남은 180국 중 121위로 청렴해서 베트남은 부정부패가 심한 국가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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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될 수 있다. 또한 Freedom House의 2009년 세계자유지수의 경우, 1~7
의 범위에서 측정된 참정권과 시민적 자유지수에서 베트남은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지수인 7과 시민적 자유가 상당히 제한된 5의 시민적
자유지수를 받았다. 부패가 심하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에
제공되는 신용 중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부분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1984년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의 부패와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제한된 국가
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니아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의약품 중 70% 이상이
유용되었고(Foster 1990), 비슷한 시기에 카메룬, 탄자니아, 우간다에서도 공
적으로 제공된 의약품 중 30% 정도가 유용되었다(World Bank 1994).11)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할 때 유용을 방지할 미시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태에
서는 베트남에 원조를 제공해야 할 정당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2) 왜 북부고지인가?
부패가 심하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극히 제한된 베트남에 원조를 제공
한다고 하더라도, 왜 북부고지에 원조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은 북부고지 주민의 소득수준이 전국평균보다 낮고 건강상
태가 열악하다는 사업배경을 설명하면서 지역선택의 근거를 간접적으로 제시
한다. 그러나 베트남에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북부고지 외에도

11) 원조금을 포함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공공지출 유용의 심각성은 의료부문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아
래 표는 5시기 4개국의 초등교육에 쓰이는 공공지출이 얼마나 심각하게 유용되는지 보여준다<초등교육에서의
비임금 자금의 유용>.

국 가
가 나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잠비아

연 도
1998
1998
1995
2001
2001

지출프로그램
초등교육에 대한 비임금 지출
초등교육에 대한 비임금 지출
학생 일인당 보조금
고정 학교 보조금
임의 비임금 보조금 프로그램

표본 수
126
45
250
182
182

유용률(%)
49
57
78
10
76

주: 표본 수는 설문대상 학교 수이고, 유용률은 약속된 자금 중 학교까지 도달하지 않은 자금의 비율임.
자료: Reinikka & Svensson(2004), p. 697.

70│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많고, 특히 하노이,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에는 빈민촌이 형성되어 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소득수준 또는 건강상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원조대상이라면
북부고지와 같이 기존 도로, 통신, 항만, 전기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보
다 이와 같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서 사업이 수행
된다면 더욱 적은 금액으로 동일한 수의 빈민에게 원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부고지와 같이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부문만 개선한
다면 의료원 접근에 어려움이 있거나 전기공급이 불안정해서 의료기계를 제
대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왜 의료원조인가?
베트남 북부고지가 원조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조가 의료의 형
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세계은행은 베트남 내 건강상태
불균형이 심하고 특히 유아사망률의 경우 베트남 전국 평균이 1,000명당
18.1명인 데 반해 북부고지 중 하 지앙(Ha Giang) 지역의 유아사망률은 전
국평균의 3배를 상회하는 1,000명당 60명이고 다른 건강지수도 비슷한 경향
을 보이기 때문에 의료원조가 필요하다고 암시한다. 그러나 사업이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이
과연 의료서비스인지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가장 원하는 재화와
용역이 의료서비스가 아닌 다른 재화와 용역이라면 의료서비스 제공은 비효
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시메커니즘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의료원조를 제공했을 때 원조대상
의 건강상태가 개선된다는 보장도 없다(Filmer, Pritchett 1999; Filmer,
Hammer, Pritchett 200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개발국에서의 원조금
유용이 큰 문제이지만, 원조금이 유용되지 않고 모두 의료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공공부문의 팽창으로 민간부분이 의료서비스가 축소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에서 구축(crowd-out)이 발생할 경우, 공공부문의 의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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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한 단위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의료서비스는 한
단위 미만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사업에서와 같이 의료서비스 중
기초의료서비스가 주요 원조형태일 때 구축현상이 심하다. 구축으로 의료서
비스가 양적으로 기대만큼 확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보다 대체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구축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전체적으로 저하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원조효과는 그만큼 반감될 것이다.

4) 왜 소수민인가?
세계은행은 지역주민 전체를 원조대상으로 삼기보다 북부고지 주민 중 소
수민을 주요 대상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근거는
북부고지의 킨족과 한족의 일인당 외래진료 방문이 2.93회인 데 반해 소수
민은 1.40회이며 1,000명당 입원진료 방문의 경우, 킨족과 한족은 77회인이
지만 소수민은 41회이다. 그러나 소수민이 킨족이나 한족에 비해서 의료서비
스 이용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수민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동일한 소득을 가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상이한 선호를
갖고 있다면 동일한 소비형태를 보일 수 없을 것이다. 같은 논리로 동일한
소득 하에 소수민이 킨족이나 한족보다 의료서비스를 적게 이용한다면 소수
민은 의료서비스보다 다른 재화와 용역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민의 선호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사업은 효율적이라
고 볼 수 없다. 소수민의 선호파악이 선행되고 소수민의 선호에 따른 사업
수행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단 소수민의 선호 파악 시 무지로 인해 소수
민이 평생효용을 더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원조담
당자는 이 방법을 제시하여 소수민이 자발적으로 선호를 바꿀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는 소수민이 효율적인 방법은 알지만 의지가 부족하여 이를 실행
하지 못할 경우 3장 10절에 기술한 바와 같은 유인체계 이용도 고려할 수
있다.

72│ 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세계은행이 제시하지는 않지만, 소수민이 오랫동안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
에 소수민에게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원조의 본래 목적은 빈
민의 생활수준 향상이고 공여국은 이 하나의 잣대로 원조대상을 설정하여
모든 개인을 평등하게 대해야 원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여국이 수원국의 역사적 문제 해결이라는 또 다른 잣대로 원조대상을 설
정한다면 원조의 목적 자체가 변할 뿐만 아니라 향후 원조에 여러 잣대가
적용되어 원조가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악용되어 빈민의 생활수
준향상에 효율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결국 원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역사적 문제해결은 국내문제로 취급하고 공여국은 원조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사업대상을 설정해야 한다.

나. 사업 수행의 차질을 막기 위한 세계은행의 방안
베트남 북부고지에 거주하는 소수민에 대한 원조가 의료형태로 이루어져
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수행 전, 중, 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세
계은행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본
절에서는 사업목적과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위험 중 사업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다른 위험에 대한 응용가능성이 높은 위험을 각각 하나씩 선택하여 세
계은행이 제시한 문제해결방법에 존재하는 약점을 지적하겠다.

1)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문제의 예
각 지역에서 부유층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장악한다면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줄이려는 사업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세계은행은 빈민 원조와 서비스 이용 관찰 및 사업 중 설문조사
를 통해서 사업활동을 조절한다는 막연한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비
록 빈민에 대한 금융원조가 증가하고 사후 관찰을 통해서 사업활동이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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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하더라고 부유층이 개선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빈민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다면 결국 부유층이 의료서비스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빈민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였지만 부유층에 의료서비스를 보조한 결
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의료서비스의 양적 팽창을 통해서 빈민의 의료서비스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겠지만 이 지역에 애초부터 의료서비스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빈민에 대한 재정원조만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양적 팽창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빈민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양적으로 팽창해야 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을 지원했을 때 이 자금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되거나 빈민이 혜택을 받기보다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력을 가진 집
단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료기계 또는 의약품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점이 한 예가 될 것이다. 설사 의료서비스가 양적으로 팽창한다고
하더라도 부유층과 빈민 간 의료서비스 소비의 질적 격차 문제는 여전히 남
는다. 세계은행이 언급한 ‘사업활동조절’이 부유층에 대한 특정 의료서비스
의 소비제한이라면 세계은행은 소비의 자유를 침범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2)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문제의 예
의료서비스의 소비격차 해소라는 큰 틀에 존재하는 문제 외에 구체적인
사업활동에서도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한 예로, 세계은행은 이 지역의 거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고급기술을 가진 의료진을 이 지역으로 유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단 하에 세계은행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의료진을 훈련시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렇게 훈련된
의료진이 이 지역을 떠나 거주환경이 더 나은 지역으로 이탈하는 문제를 방
지하기 위해서 세계은행은 기술훈련을 통한 인적자원개발과 노동시장연구를
통한 의료진의 이탈방지라는 모호한 계획을 갖고 있다. 훈련을 받은 의료진
이 해당 거주지에서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훈련수혜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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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대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의료진 이탈을 위한 대책이 과연 효과적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훈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은 훈련의 내용을 습득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훈련을 받을 의지가 있어야 한다. 능력과 의지를 고려해
서 사업을 계획한다면, 현지 의료진에게 훈련을 제공하기 전, 이 의료진이
낮은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원인이 부족한 훈련에 기인한다면 추가적인 훈련으로 의료진의 기술수
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경제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Mincer(1958)의 교육수준 결정모형에 따르면, 신용제한이 없다는 가정
하에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추가적인 훈련의 비용과 효용을 비교한
후 그에 합당한 수준의 인적자본을 축적한다. 능력이 높은 개인은 인적자본
축적에 따른 금전 또는 비금전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욱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반면, 능력이 낮은 개인은 이 비용이 높기 때문
에 낮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축적하게 된다. 이 논리를 본 사업에 적용하면,
의료진은 이미 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는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즉, 의료진의 기술수준이 낮은 이유는 의료진의 능력이 낮
기 때문이고 추가적인 훈련은 의료진의 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훈련이 효
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기술습득에 대한 제한이 능력이 아닌 유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신용제한
이 존재해서 높은 능력을 소유한 개인이 추가적인 훈련을 통해서 기술수준
을 높일 수 있다고 해도 개인이 기술을 습득한 후 이 기술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 고급기술을 사용하는 의료진과 저급기술을 사용하
는 의료진이 받는 보상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개인은 훈련을 받을 유인을 잃
게 된다. 특히, 베트남과 같이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을 펴는 국가에서는 유인의 결여가 기술습득에 장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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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국가 간 의료진 결석비율 ❚
(단위: %)

국

가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진 결석비율

방글라데시
인

도

인도네시아

35
40
40

루

25

우간다

37

단순평균

35

페

자료: Chaudhury, Hammer, Kremer, Muralidharan, & Rogers(2006), p. 92.

훈련의 유인이 존재해서 의료진이 고급기술을 습득했다고 하더라도 의료
진이 고급기술을 빈민에게 사용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표 4-4]에서 나타나
듯이 저개발국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병원에 등록되어 있어도 결근하는 경우
는 흔하다. 이 경우, 습득한 기술이 빈민에게까지 가지 않고 의료진에 머물
러 있게 된다. 또한 훈련을 받은 의료진이 결근한 후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
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부유층에 고급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더욱이 훈련이 제공되지 않았더라면 빈민을 치료했을 의료진
이 훈련 후 부유층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면 본 사업은 오히려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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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효율적인 ODA를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본 연구는 과거 원조의 한계와 원조 실패의 주요원인 중 5가지를 개관하
고 경제성장의 주요요소 중 교육, 건강, 제도, 금융 4분야에 원조를 제공해
야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 4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시메커니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분야에서 2개의 실험사례를 소개하여 미시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
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원조사업을 예로 들면
서 원조사업에 미시메커니즘을 어떻게 적용하여 원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2차세계대전 직후 마샬플랜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원조는 대체로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데 큰 한계를 보였거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원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저개
발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원조가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 자체를 비판하지 않고 원조 방법에 내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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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안을 찾았다. 원조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여담당자와 수원담
당자 모두 원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유인의 부재이다. 현 원조체제
에서 공여담당자가 받는 상벌내역은 원조목표 달성 수준과 긴밀한 관계가
없고, 수원담당자도 원조금 또는 원조물자로 빈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
지 않아도 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
재 미비한 유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현재 원조계획 시 사용하고 있는 다음 4가지 기
본 모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이 모형에 대한 대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
다(Easterly 2006): 1) 원조증가→투자증가→경제성장의 모형; 2) 최빈국
이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단계에 도달하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
빈국을 이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원조해야 한다는 모형; 3) 적절한 미시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패한 수원국의 체제전환을 조건부로 제공하는
원조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모형; 4) 원조증가는 교육과 의료 부문의 결
과가 개선한다는 모형.
물론 현재 설득력이 약화된 원조모형으로 이익을 누리는 이익집단이 원조
조직의 상부에 위치해 있는 이상 이와 같은 모형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Olson 1971). 그러나 저자를 포함해서 많은 연구자의 노력으로 공여
국의 시민이 현 원조모형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공여국의 리더는 이익
집단의 저항을 물리치고 새로운 원조모형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현 원조모형을 포기한다면 이 모형을 대체할 만한 모형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대체모형은 결코 새로운 모형이 아니고 시장경제에 기
초한 유인체계이다. 유인체계의 기본은 다름 아닌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활
용이다: 높은 성과에는 많은 상 또는 적은 벌, 낮은 성과에는 적은 상 또는
많은 벌. 시장경제는 인류역사상 가장 빠르게 인간의 생활수준을 개선시켰고
내재한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대체할 만한 더 나은 경제시스
템이 부재할 만큼 성공적이다(Jones 2003). 시장경제가 성공할 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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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유인에 기초해서 ‘진화’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에서 각 기업은 업무와
환경에 맞게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업무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인체계를 개선한다.
원조도 유인에 기초해서 진화해야 한다. UN의 새천년 발전 목표(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와 같이 혁명적이고 상부하달(top-down) 방식
의 원조는 정치적 구호로는 유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 원조대상의 구체적인
특성과 환경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원조가 원조대상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경우가 많다. 원조가 MDG와 같이 혁명적인 큰 틀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원조대상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과 보건을 포함한
인적자본과 인프라 부문의 점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원조대상의 생활
수준이 더욱 효율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 국가의 절
대빈곤율을 특정 시기까지 특정 수준으로 낮추려는 의지는 정치적인 어필은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하면 절대빈곤율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 방안이 상부명령방식으로
준비된다면 지역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이 수행될 수 있고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부족으로 사업이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Easterly 2008).
본문의 내용에 기초해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유인에 기초한 원조 수행
방법을 제안한다. 아래의 제안은 교과서 무상제공이나 백신접종과 같은 소규
모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도 적용 가능하다. 시장
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유인에 기초해서 학교나 병원과 같은 소규모 사업 또
는 토목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경영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수원국 선정에 있어서 수원국 정부가 비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고
부패했다고 해서 수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 Craig, Dollar(2000)는
청렴한 정부에 원조를 제공할 경우 원조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
지만,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약하다(East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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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ne, Roodman 2004). 저개발국 중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부가 구성
되고 정부가 청렴한 국가는 드물다. 오히려 부패척결과 경제개혁을 조건부로
한 원조 제공 시 수원국은 경제효율성을 제고할 제도를 마련할 기회를 강제
적으로 갖기 때문에 수원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할 필요는 없다. 단, 제도개혁
을 조건부로 원조가 이루어졌을 때 조건불충족 시 원조를 즉각 중단해야 한
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에콰도르나 파키스탄 정부처럼 IMF로부터 20여년 동
안 조건부 원조를 받고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조건부
원조가 조건충족 결과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진다면, 케냐와 같이 핵심 부패
인사(예: 모이 전 대통령)의 축출과 함께 제도개혁으로 경제가 효율적인 방
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원조사업은 애매한 도덕성 또는 불투명한 희망에 의존하여 계획하기보다
는 유인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경제학자, 특히 미시경제학자의 도움을 받
아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 사정을 무시한 유인체계는 실패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자가 유인체계를 설계할 때 해당지역 사정에 밝
은 지역전문가와의 공동작업이 필요하다. 공동작업을 위해서 Poverty Action
Lab 같은 상설연구기관 설립도 고려해 볼 만하다.
사업계획단계에서 경제 및 지역 전문가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
은 바로 원조대상 자체이다.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과 원조대상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조대상, 대체로 빈민
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조사할 필요
가 있다. 빈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은 대체로 4장에 기술된 예와 같이
장학금, 교사출근, HIV, 구충, 비료구입, 저축 등이다. 즉 원조는 혁명적이고
거대한 사업보다 점진적이고 작은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빈민의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원조대상이 필요로 한다면 인프라 구축
과 같은 대규모 사업도 실시해야 한다.
사업내용조사 시 중요한 점은 원조대상의 의견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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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여국은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원국의 필요를 반영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
고서에서 반영되는 수원국은 대체로 수원국의 ‘정부’이다. 대다수의 수원국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패해 있다. 비민주적이고
부패한 정부라고 해서 반드시 원조대상과 상반된 필요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원조사업을 담당한 정부관료 선발과정에서 원조대상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
지 않기 때문에 정부관료와 원조대상 간의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공여국이 이해한 수원국의 필요는 원조대상의 필요가 아니라 비민주적
으로 선출되고 부패한 정부관료와 이 관료와, 연관된 엘리트의 필요이고 원
조는 의도하지 않은 곳에 제공될 것이다.
사업계획이 설정되었으면 시간과 자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대조실험
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에서와 같이 실험설계도 미시경제학자, 지
역전문가, 원조대상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유인체계를 구성한 후 실험을 수행
해야 한다. 실험분석 시 미시계량경제학의 도구를 사용해서 원조효과를 인과
관계에 기초해서 엄밀하게 분석하고, 결과해석 시에도 미시경제학의 이론에
기초하여 해당지역 내 유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새로운 유인
체계를 설계한 후 비용 대 효용의 관점에서 사업수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업이 수행되면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원조금 또는 원조물자에 대한 정보
를 원조대상에게 공개하고 원조금 또는 원조물자가 공식수준에 못 미쳤을
때 원조대상, NGO, 자원봉사자 등 해당 사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익명
또는 기명으로 공여 및 수원담당자에게 즉각 신고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여 및 수원 담당조직은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어느 조직이 얼마의 예산을 할당받았고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은 어
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Easterly, Pfutze(2008)의 제안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효율적이라고 알려
져 있는 곳에 사용되는 원조금의 비중도 공개해서 원조금이 비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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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수원국은 공여국의 재화와 용역을 구입해야
한다는 aid tying; 현물원조 차원에서 제공하는 식량; 기술 자문 등. 추가적
으로 저개발국의 문맹률이 대체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문자뿐만 아니라 구
두를 통한 정보전달에도 힘써야 한다.
사업이 완결되면 사업담당자와 독립된 평가기관은 사업계획과 결과에서
어떤 차이가 어느 부서의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합당한
상벌을 책정해야 한다. 사업담당자와 독립된 평가기관 간에 담합이 일어나
평가기관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 못하
여 사업평가가 관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기관에 대한 감독도 함께 이루어지고 평가기관 역시 상벌의 대상에 포
함되어야 한다.
원조가 시장경제와 같이 진화하는 구조를 갖는다면 특정 사업과 특정 담
당자가 원조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더욱 효율적인 사업
과 더 능력 있는 담당자가 원조사회에 생성될 것이다. 이 과정은 다름 아닌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이고 시장경제 성공의 원동력이다. 원조정책도 창
조적 파괴의 과정을 거친다면, 빈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원조가 이
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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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적개발원조 통계

1. 공적개발원조액 추이
[부록 그림 1]은 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원조액은 2007년 실질가격으로, 1960년의 360억 달러에서
2008년 1,120달러를 기록하여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파리클럽(Paris Club)이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의 채무를 경감하면서 원조액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1,170억 달러로 역대 사상 최대치를 시현하였다. 그
러나 원조액의 절대수치가 아닌 GNI대비 공적개발원조액(ODA/GNI)은 대
체로 하락하여 2008년에는 0.3%에 불과하였다. 이 수치는 UN의 장기목표
치인 0.7%를 크게 하회하였고 1960년대의 0.5% 수준보다도 낮다.
원조액을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구분하였을 때 2008년 양자간 원
조는 전체 원조액 중 72%(806.4억 달러)를 차지하면서 원조의 핵심을 이루
고 있다. 그러나 전체 원조액에서 양자간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
~1970년의 80%대 후반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05년 70%수준
이었으며, 다자간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동안 10% 중반에서 약
30%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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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그림 1. 1960~2008년 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액 추이(2007년 실질가격) ❚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OECD Statistics, Development.

2. 부문별 공적개발원조액
부문별 원조비중은 [부록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교육, 의료 등 사회 인
프라/서비스에 대한 원조가 1970년대 21.5%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0~2007
년 3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 인프라/서비스 중에서는
정부 및 시민서비스는 전체 원조액 중 9.5%, 교육 분야는 8.1%, 보건 분야
는 4.2%를 차지하였다. 또한 1980년대까지 부채탕감은 원조액 중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특히 이집트와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한 부채탕감에 기인하여 부채탕감부분이 1970년대 4.0%에서 2000~2007년
17.0%로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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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그림 2. DAC 회원국의 부문별 공적개발원조액 비중 ❚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Development.

3. 다자간 공적개발원조액
[부록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0~1990년대 원조규모 면에서 다자간
원조의 최대수원국은 인도였던 반면 2000년 이후에는 파키스탄이 차지하였
다. 파키스탄은 1970년대 이후 원조액이 상위권에 속하였으며, 방글라데시와
에티오피아도 꾸준히 다자간원조의 주요 수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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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1. 다자간 원조의 주요 수원국 및 연평균 원조액(2007년 실질가격) ❚
(단위: 백만 달러)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2007년

인 도

1465.3

인 도

2283.3

인 도

1097.4

파키스탄

1039.6

이집트

885.9

방글라데시

1130.8

중 국

1064.7

에티오피아 892.2

방글라데시

602.5

파키스탄

887.2

방글라데시

974.9

인 도

파키스탄

362.7

중 국

679.6

파키스탄

811.2

방글라데시 763.6

인도네시아

322.1

수 단

515.8

에티오피아

610.2

베트남

758.7

콩고(DRC)

206.2

에티오피아

500.5

잠비아

492.3

탄자니아

718.6

수 단

203.4

소말리아

348.3

모잠비크

462.4

팔레스타인 621.8

브라질

189.6

탄자니아

348.0

우간다

460.4

콩고(DRC) 578.0

세네갈

188.8

이집트

344.5

탄자니아

455.5

모잠비크

574.5

멕시코

187.1

가 나

329.1

코트디부아르

425.9

우간다

557.7

863.8

자료: OECD Statistics, Development.

4.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액
[부록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미국의 원조액은 총 250억 달
러로 DAC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원조액을 지원하였다. 독일과 영국이 각각
129억 달러와 122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원조액 규모에서 2위와 3위를 기록
하였지만 미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원조액은 9.2억 달러로
DAC 회원국의 하위권에 위치해 있고 그리스와 핀란드의 수준과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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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그림 3. 2000년, 2008년 DAC 회원국별 공적개발원조액(2007년 실질가격)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Statistics, Development.

[부록 그림 1]은 ODA/GNI가 1960년이후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지만 최근 추세에 초점을 맞추면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부록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 대비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수치가 증가하여 DAC 회원국 ODA/GNI 평균은 2000년
0.22%에서 2008년 0.30%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8년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의 수치는 UN의 장기목표치인 0.7%보다도 높
았고, 스웨덴의 ODA/GNI는 0.98%로 DAC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
다. 룩셈부르크는 원조액의 절대수치는 DAC 회원국 중 뉴질랜드 다음으로
낮지만 ODA/GNI는 0.92%로 DAC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미
국이나 일본은 원조액의 절대수치는 높지만 ODA/GNI 비율은 0.2%에 미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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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그림 4. 2000년, 2008년 국가별 ODA/GNI 비율 ❚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Development.

5. 수원국별 공적개발원조액
많은 공여국이 과거 식민지 여부와 정치․외교적 동맹관계를 기초로 원조
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수원국이 부패지수 및 정치적 자
유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가. DAC 회원국 전체
[부록 표 2]에는 DAC 회원국의 주요 수원국과 원조액이 시기별로 나열
되었다. 1970년대에는 인도가 연평균 28억 달러로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받
았고 1980~90년대에는 이집트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2000년 이
후 이라크와 나이지리아가 앞서 언급한 파리클럽의 채무탕감 결과 많은 지
원을 받았다. 채무탕감을 제외한 원조액을 보면 2000~2007년 이라크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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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1.7억 달러, 나이지리아는 2.6억 달러를 받았다.

❚ 부록 표 2. DAC 회원국의 주요 수원국 및 연평균 원조액(2007년 실질가격) ❚
(단위: 백만 달러)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2007년

인 도

2,786.8

이집트

2,643.3

이집트

2,990.7

이라크

6,111.5

인도네시아

2,057.4

이스라엘

2,258.2

중 국

2,021.3

나이지리아

2,643.8

베트남

1,369.0

인 도

1,735.3

이스라엘

1,987.7

아프가니스탄

1,669.2

방글라데시

1,358.9

인도네시아

1,669.9

인도네시아

1,603.0

콩고(DRC)

1,500.4

이스라엘

1,317.1

방글라데시

1,571.4

인 도

1,266.3

중 국

1,404.6

파키스탄

1,303.1

탄자니아

1,207.9

모잠비크

1,061.8

탄자니아

1,274.9

1,096.5

방글라데시

1,007.2

베트남

1,230.1

1,006.8

인도네시아

1,215.2

이집트

956.7

중 국

한 국

903.0

파키스탄

931.8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849.2

수 단

886.7

탄자니아

963.7

모잠비크

1,176.1

622.2

필리핀

867.0

보스니아

778.2

세르비아

1,131.6

탄자니아

자료: OECD Statistics, Development.

나. 미국
[부록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은 190년대까지는 저개발국이 아님
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동맹관계를 이유로 이스라엘을 주로 지원하였다. 2000
년 이후 이라크전의 여파로 이라크의 군사적 필요성이 증대하자 이라크가
최대 수원국이 되었다. 이라크 외에 콩고(DRC), 수단, 나이지리아, 에티오피
아, 케냐, 남아공, 라이베리아 7개국이 미국의 주요 수원국이다.12) 이 국가
의 정부는 상당히 부패해 있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크게 제한하고 있지만
자원과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원조를 받고 있다.

12) 미 국무부, USAID ｢Strategic Plan Fiscal Year 200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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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3. 미국의 주요 수원국 및 연평균 원조액(2007년 실질가격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2007년
1)
부패지수
수원국
원조액 (정치자유
지수2)

베트남

1,394.5 이스라엘

2,141.7 이스라엘

1,852.7 이라크

4,269.0

이스라엘

1,134.6 이집트

1,797.0 이집트

1,638.0 아프가니스탄 773.3

91.3(6.3)
84.6(5.8)

인 도

647.9

엘살바도르 394.2

보스니아

205.5

이집트

603.5

55.1(5.8)

이집트

540.5

방글라데시 287.9

하이티

192.4

콜롬비아

448.1

46.4(3.7)

방글라데시 454.2

북마리아나 275.0

엘살바도르 187.5

요르단

398.4

32.3(4.8)

파키스탄

452.7

필리핀

251.7

이라크

187.3

콩고(DRC)

384.8

92.7(4.8)

캄보디아

396.9

파키스탄

241.5

필리핀

185.5

수 단

381.1

89.0(7.0)

모르코

269.1

수 단

237.0

북 한

179.1

에티오피아

358.3

73.5(5.0)

주: 1) Transparency International(TI)에서 1995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의 2000~ 2007년 순위 평균을 100분위로 환산한 수치로 수치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다.
2) 미국의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서 발표하는 정치적 자유지수로 2002년~2007년 연평균이
다. 정치자유지수는 3.0 이상이면 부분적 자유(partly free), 5.5 이상이면 자유롭지 않음(not free)
으로 구분된다.
자료: OECD Statistics, Development.

다. 독일
[부록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일 역시 1980년대까지 군사적 동맹을
맺은 터키에 많은 원조를 제공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파리클럽의 채무
탕감에 의해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하였다. 독일의
주요 수원국 역시 부패의 정도가 심하고, 정치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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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4. 독일의 주요 수원국 및 연평균 원조액(2007년 실질가격) ❚
(단위: 백만 달러)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2007년
1)
부패지수
수원국
원조액 (정치자유
2)
지수

인 도

264.6 터 키

306.9

중 국

406.1

이라크

626.8

91.3(6.3)

터 키

206.9 이집트

269.0

이집트

370.6

나이지리아

422.9

95.0(4.2)

방글라데시 185.5 인 도

261.3

유고슬라비아 214.1

중 국

271.8

54.4(6.5)

183.3

카메룬

267.6

87.2(6.0)

세르비아

215.6

61.2(2.5)

이스라엘

178.8 인도네시아 231.5

인 도

이집트

172.6 방글라데시 154.2

인도네시아 148.1

인도네시아 169.2 수 단

135.1

보스니아

120.7

잠비아

137.3

70.5(4.0)

166.0 중 국

132.4

니카라과

103.8

이집트

131.5

55.1(5.8)

유고슬라비아 157.2 브라질

124.0

잠비아

102.6

콩고(DRC)

123.0

92.7(4.8)

118.5

이스라엘

97.9

아프가니스탄 109.9

84.6(5.8)

파키스탄

브라질

109.7 탄자니아

주: 1) Transparency International(TI)에서 1995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의 2000~ 2007년 순위 평균을 100분위로 환산한 수치로 수치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다.
2) 미국의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서 발표하는 정치적 자유지수로 2002년~2007년 연평균이
다. 정치자유지수는 3.0 이상이면 부분적 자유(partly free), 5.5 이상이면 자유롭지 않음(not free)
으로 구분된다.
자료: OECD Statistics, Development.

라. 영국 및 프랑스
[부록 표 5]와 [부록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국과 프랑스는 1990년
대까지 주로 과거 식민지 위주로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대까
지 영국의 주요 수원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등
이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1990년대까지는 식민지였던 코트디부아르와 현
재 프랑스령인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많은 원조를 제공하였
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채무탕감의 이유로 정부부패와 정치적 자유와 관계
없이 이라크와 나이지리아가 영국과 프랑스의 주요 수원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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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5. 영국의 주요 수원국 및 연평균 원조액(2007년 실질가격) ❚
(단위: 백만 달러)
2000~2007년
1970년대

인 도

1980년대

805.7 인 도

1990년대

349.9 인 도

수원국

222.5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164.1 방글라데시 161.4 방글라데시 144.4 인 도

원조액

부패지수
(정치자유지수)

846.0

95.0(4.2)

448.6

60.7(2.5)

케 냐

150.9 수 단

133.0 탄자니아

112.8 이라크

306.3

91.3(6.3)

파키스탄

124.6 케 냐

124.4 잠비아

107.9 탄자니아

281.1

67.5(3.6)

말라위

117.0 탄자니아

115.6 우간다

107.1 방글라데시

226.3

97.8(3.9)

잠비아

106.4 스리랑카

97.0

말라위

85.0

아프가니스탄

184.3

84.6(5.8)

인도네시아 81.6

잠비아

82.4

케 냐

83.6

가 나

181.2

48.8(2.0)

솔로몬제도 79.0

파키스탄

76.4

중 국

80.3

우간다

168.3

78.9(4.8)

나이지리아 57.9

짐바브웨이 72.0

모잠비크

75.4

세르비아

140.9

61.2(2.5)

66.1

파키스탄

73.5

잠비아

137.1

70.5(4.0)

싱가포르

57.2

말라위

자료: OECD Statistics, Development.

❚ 부록 표 6. 프랑스의 주요 수원국 및 연평균 원조액(2007년 실질가격) ❚
(단위: 백만 달러)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2007년
부패지수
수원국
원조액
(정치자유지수)

프랑스령
484.7 코트디부아르 533.1 나이지리아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266.7 뉴칼레도니아 446.8 뉴칼레도니아 507.1 이라크
프랑스령
모로코
231.9 모로코
303.8
499.6 모로코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223.1 세네갈
288.5 이집트
400.0 마요트섬
폴리네시아
세네갈
170.9 코트디부아르 254.4 카메룬
344.3 세네갈
알제리

357.2

498.7

95.0(4.2)

300.9

91.3(6.3)

264.4

47.9(4.8)

258.6

-

254.8

55.1(2.7)

301.6 콩고(DRC)

251.0

92.7(4.8)

298.8 카메룬

233.3

87.2(6.0)

135.1 말 리
172.4 알제리
237.1 코트디부아르 222.1
중앙아프리
인 도
110.9
144.6 마다가스카 183.5 콩 고
181.6
카공화국
챠 드
106.8 가 봉
135.4 콩 고
174.5 이집트
178.4
자료: OECD Statistics, Development.

85.6(5.5)

코트디부아르 170.6 카메룬
튀니지
카메룬

181.8 세네갈

167.0 마다가스카 172.5 모로코

83.1(5.9)
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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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본
[부록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은 영국과 프랑스만큼 식민지배 기
간이 길지 않아 이 국가만큼 원조와 식민지 간 관계가 긴밀하지 않지만,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단기간 식민지배했던 국가를 중심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추세는 2000~2007년에도 이어져서 중국이 연평균 7억 달러로 가
장 많은 원조를 받았고 이라크를 제외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가 일본의 주요 수원국이었다. 일본의 원조 역시 정부부패와 정치
자유수준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 부록 표 7. 일본의 주요 수원국 및 연평균 원조액(2007년 실질가격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2000~2007년
1970년대

1980년대

인도네시아 673.0

인도네시아 662.8

1990년대

중 국

수원국

원조액

부패지수
(정치자유지수)

913.3

중 국

709.6

54.4(6.5)

한 국

445.3

중 국

623.8

인도네시아 913.0

이라크

679.3

91.3(6.3)

필리핀

283.9

태 국

444.4

필리핀

486.6

베트남

543.1

74.9(6.3)

인 도

193.0

필리핀

416.6

인 도

469.4

인도네시아 473.6

89.2(3.2)

방글라데시 351.3

태 국

465.1

필리핀

285.5

72.9(2.7)

방글라데시 191.4
미얀마

175.2

미얀마

248.6

파키스탄

200.7

인 도

217.7

60.7(2.5)

태 국

156.7

파키스탄

207.2

이집트

188.4

나이지리아 216.7

95.0(4.2)

파키스탄

143.5

말레이시아 190.6

말레이시아 111.1

인 도

170.8

방글라데시 176.9

파키스탄

181.7

82.0(5.5)

176.0

탄자니아

175.2

67.5(3.6)

베트남

자료: OECD Statistic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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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우리나라
[부록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DAC 회원국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
리나라의 원조액도 크게 증가하여 2007년 원조액은 총 7.0억 달러(2007년
실질가격 기준)로 1989년 7.9천만 달러와 비교해서는 9배 가까이 증가하였
다. 수원국별로 살펴보면, 2007년 전체 원조액의 43%가 주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시아 국가에 제공된 반면 아프리카와 중동에는 각각 약 10%에 불
과한 원조가 이루어졌다. 전체 원조액 중 양자간 원조액의 비율은 89년
45%에서 2008년 70%로 증가한 반면 다자간 원조의 비율은 동 기간 30%
로 감소하였다.

❚ 부록 그림 5.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추이(1989~2007년, 2007년 실질가격) ❚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Statistics, Development.

전체 원조의 43%가 아시아 지역에 이루어졌듯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원
국은 일본과 동일하게 아시아 국가이다. [부록 표 8]을 살펴보면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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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대수원국인 중국은 연평균 1.4천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받았고,
2000~2007년에도 이라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원조가 아시아 지역에 이루
어졌다. 우리나라도 수원국의 부패지수 및 정치적 자유지수가 다른 공여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편이다.

❚ 부록 표 8. 한국의 주요 수원국 및 연평균 원조액(2007년 실질가격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1990년대

2000~2007년

원조액

부패지수
(정치자유지수)

원조액

부패지수
(정치자유지수)

중 국

13.8

54.4(6.5)

인도네시아

9.6

89.2(3.2)

이라크

52.7

91.3(6.3)

베트남

27.5

74.9(6.3)

스리랑카

6.9

52.2(4.0)

인도네시아

23.8

89.2(3.2)

미얀마

6.6

98.0(-)

중 국

21.8

54.4(6.5)

베트남

5.5

방글라데시

4.3

74.9(6.3)

스리랑카

21.1

52.2(4.0)

97.8(3.9)

캄보디아

18.5

89.0(5.5)

나이지리아

2.9

95.0(4.2)

방글라데시

15.5

97.8(3.9)

필리핀

2.5

72.9(2.7)

아프가니스탄

12.7

84.6(5.8)

키르기스탄

2.4

82.1(4.5)

크로아티아

10.2

40.5(2.0)

가 나

2.3

48.8(2.0)

필리핀

10.1

72.9(2.7)

수원국

수원국

주: OECD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ODA 관련 데이터는 1987년부터 존재함.
자료: OECD Statistic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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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n Analysis of Micromechanisms for
Efficient OD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Kitae Sohn and Minhee Kim

As Korea became a member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under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on November 25, 2009, the scal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expected to grow substantially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introduces and analyzes microeconomic mechanism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efficiency in ODA, which is gaining importance in
scale.
Specifically, this study outlines the major limitations of past aid and five
reasons for their failures. Also forwarded by this study are several reasons for
provision of aid to four of the major factors of economic growth; namely
education, health, institution, and finance. Especially emphasized is a full
understanding of microeconomic mechanism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aid. This emphasis is elaborated with two experimental examples for each
factor. In addition, the case of an aid project in progress through the World
Bank is critiqued to help plan and execute aid in an efficient manner with
application of microeconomic mechanisms.
Since the Marshall Plan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WWII mar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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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 beginning of aid, most of the aids have actually revealed serious
limitations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or have
even become impediments to growth. However, this should not lead us to
conclude that aid is unnecessary. In fact, more aid might be needed to
stimulate economic growth. This study does not deemphasize aid itself.
Instead, it sheds light on problems inherent in implementing aid and tries to
address the problems.
This study argues that the lack of a strong incentive for the efficient use
of aid money, on the part of both donors and recipients, is the main and
outstanding cause of failure of most aid. At present, a connection appears to
be weak between results and rewards/punishments for policy makers for the
provision of aid. The policy makers face few punishments even when living
standards of the poor are not improved. Thus designing proper mechanisms to
strengthen an incentive for the efficient use of aid money is absolutely
necessary to improve the living standards of the poor.
It is suggested that the policy makers should give greater consideration
to uniqu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s facing the designated beneficiaries
and focus on gradual improvement of human capital and social infrastructure.
This would allow for greater efficiency in improving the living standards of
the beneficiaries, which can be achieved through a system of incentives based
on market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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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Micromechanisms for Efficient
OD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Kitae Sohn and Minhee Kim
2009년 11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에 따
라 향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과거
원조의 한계와 실패의 주요 원인 중 다섯 가지를 개관하고,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
중 교육, 건강, 제도, 금융 네 분야에 대해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
였다. 나아가 이들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원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시메
커니즘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분야에서 두 가지씩 실험사례를 소
개하여 이해를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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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ODA 수행을 위한
미시메커니즘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사업을 예로 제시함으로써 어떻게 미시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원조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논리에 기초한 원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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