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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한 만큼, 한국은 신흥 공여국에서 중견 공여국으로의 위상 전환을 위해 개발협력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성과를 양적 측면 이외에 전략 및 정책 이행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개선과제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ODA 성과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가협력전략, 분야별 전략 등 주요 전략과 정책의 이행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ODA 성과관리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한국 ODA 정책에 대한 수원국 인식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ODA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인식 개선
및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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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하여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
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 OECD DAC은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간 국
제 협의체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이와 더불어 DAC은 회원국간 동료검토(peer review), 공여국보고체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통계입력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협력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2020년은 DAC
가입 10주년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문건을 재정
립하는 시점이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 전략 및
정책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지원
추이를 OECD CRS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ODA 현대화 논의를 바
탕으로 앞으로 변화될 ODA 계상방식에 따라 2018, 2019년도 지원규모를
DAC 회원국과 비교하고, 향후 변화 추이를 전망한다. DAC 가입을 위한 양적 척
도는 최소한 자국의 GNI 대비 ODA를 0.2% 이상 제공하거나, ODA 규모 기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ODA 연평균 증가율은
약 8%로 DAC 회원국 중 1위인 데 반해, GNI 대비 ODA 비중은 2019년 기준
0.15%로 기 수립한 목표인 2020년 0.2% 달성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ODA 계상방식하에서 우리나라의 ODA 증여등가액은 현금 흐름 대비
약 3.6% 감소한바, 향후 ODA 양적 목표 설정 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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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개발재원 확대 차원에서는 공여국의 민간재원 동원 노력이 ODA에 포함
되므로 경협증진자금(EDPF)과 같은 개발금융을 활발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부
가 수립한 주요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문서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
가협력전략(CPS)이 있다. 분야ㆍ주제별 관점에서는 개선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다자협력 추진전략과 취약국 지원전략,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별하였는
데, 분석의 틀은 DAC 동료검토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금
까지의 정책적 노력과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참고할 만한 타 공여국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각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바탕이 되는 성과관리체계
에 대해 우리나라의 40여 개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DAC 가입 이후 ODA 성과관리, 평가개선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기반의 마련,
절차의 개선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ODA 시행기관 차원에
서는 평가예산 및 조직, 인력 및 전문성, 성과 데이터 미비 등 성과관리와 평가
를 내실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량적 성과 데이터의 축적과 성과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 기관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전 정부
차원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SDGs 연계성 강화
및 DAC 평가기준 개편안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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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중점협력 수원국 현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수원국 발전목표와 개발
우선순위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
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성과 전반에 대한 정기
적인 수원국 설문조사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수원국 조사결과, DAC의 권고사항 중 가장 개선이 되지 않은
항목은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 현장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정부와의 정책대화 활성화(의사소
통 증진)와 수원국 내 한국 원조기관간 조화(일원적 관리 조정)를 강화해야 한
다는 제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해 복잡한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일
원화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수원국 원조담당자의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성과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 및 정책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전략으
로서 큰 그림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은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
적과 우리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원칙을 담은 시행기관의 핵심 참고
전략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협력전략은 수원국
분석을 현 수준보다 심화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타 대외정책과의 연계성, 우리
나라의 공여 경쟁력,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차원에서 평가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시행기관의 인력, 조
직, 예산 등 평가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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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Goals)를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DAC 평가기준을 조속히 우리
나라의 개발협력 평가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ODA 통합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별 성과지
표와 산출물뿐 아니라 기초선과 종료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체계
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기능 강화와 역할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인식조사 차원에서는 우리 국
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와 같이 수원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정
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조사결과를 활
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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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2020년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는 지난 10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19년 현재 총지출 기준 약 29억 달러에 달해 DAC
회원국 중 15위를 차지하며, 연평균 증가율 또한 약 8.1% 수준으로 DAC 회원
국 1위이다. 이와 같은 양적 성과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정비
하였으며,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1,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4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등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 개발협력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DAC 가입 10주년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의 성과를 점검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개발협력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6~2020) 종료 시한을 맞이하여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기획재정부ㆍ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적용될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한 2020년 11월에는 전부 개정된 ｢국
제개발협력기본법｣이 발효되었다. 본 연구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
라 개발협력 성과를 정리하고,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협력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면서 대상과 방식, 주체 등 많은 부분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이
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협력의 대상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강조한 보건, 위생, 교육 등 인간의 기
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빈곤과 저개발의 다층적인 요소를 모두 포
괄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새로운 감염병 등 그동안 국지적 문
제로 여겨졌던 이슈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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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각된다. 개발협력 방식은 ODA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혁신
적인 개발재원 동원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고, 특히 개발협력의 새로운 주체로
서 민간부문의 역할,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주
목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양적, 질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
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여전히 미흡한 과제들을 개선하고
SDGs 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틀을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
예로 그동안 규모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실행주체가 여러 영역에서 ODA 사업
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ODA 특색은 잘 드
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ODA는 대외정책의 핵심 툴로서 전략적으로 활
용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ODA 양적 확대 목표를 이행해
야 하며, 한정적인 ODA 이외의 S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동원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 성과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ODA 정
책의 개선과제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AC 가입 이후 10여 년간의 우리나라 ODA 성과를 주요 전략
및 정책의 이행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미이행 계획 또는 미
달성 목표를 개선과제로 도출하고 신흥 공여국에서 중견 공여국으로 위상 전환
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정부가 수립한 개발협력 관련 주요 전략 및 정책(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가협력전략, 다자협력 추진전략 등)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전략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분야ㆍ주제별 관점에서 다자협력, 취약국, 기후변
화 관련 전략 및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를 점검한다.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바탕이 되는 성과관리체계의 현 위치를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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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가입 10년을 계기로 진행하는 연구이므로 평가의 정성적 기준은 DAC
동료검토(Peer Review)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며, 참고할 만한 타
공여국 사례를 함께 검토한다. 중점협력 수원국 현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그동안 개별
사업 수준에서 또는 시행기관 차원에서 수혜자 만족도조사는 종종 실시되었으
나,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성과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는 최초라는 것과 향
후 정기적인 수원국 설문조사를 위한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DAC 신규 공여국으로서 국제적인 기준과 규범을 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향후 10년은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견 공여국
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시기이다. 결론에서는 △ 주요 전략 및 정책 개선 △
성과관리시스템 강화 △ 수원국 인식 제고 차원의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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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가입 이후 ODA
추진 경과

1. ODA 추이
2. ODA 계상방식 변화에 따른 추이 전망

1. ODA 추이
가. 총액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DAC 가입 이전인 2009년에는 총 11억 4,344만 달러를 ODA로 지
원하였으며, DAC에 가입한 시점인 2010년에는 전년대비 25%가량 증가한
14억 3,14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019년에는 28억 8,779만 달러를 지원하
였으며,1) 2010년에 비해 2019년 ODA 지원규모는 약 2배, 연평균 8.1% 증
가했다.2)
그림 2-1. 우리나라의 ODA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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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18년 실질가격, 총지출 기준.
2) 2009~17년까지의 ODA/GNI 비중은 순지출액(net disbursement) 기준이며, 2018년의 ODA/GNI 비중은 증여등가
액(grant equivalent) 기준임.
자료: OECD.Stat. DAC2a(검색일: 2020. 8. 5); DAC1(검색일: 2020. 8. 13).
1) 2019년 ODA 지원규모는 잠정통계를 활용하였다(OECD.Stat, DAC1, 검색일: 2020. 8. 13).
2) 한국의 ODA 통계는 1985년부터 제공되고 있으나, 다자원조 통계는 1987년부터 제공된다. 1987년
GNI 대비 ODA 지원은 0.02%를 기록하였으며, OECD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된 2000년부터
OECD DAC 가입 직전인 2009년까지 GNI 대비 ODA 비중은 평균 0.07%를 기록하였다. 1987~88년
에는 무상원조의 형태로 지원되었으며, 1989년부터 유상원조 지원을 시작하였다. 외환위기였던
1996~2002년에는 유상원조 지원이 무상원조에 비해 컸으나, 그 외의 기간에는 무상원조를 통한 지원이
더 컸다. 1987~90년까지는 다자원조 규모가 더 컸으나, 그 이후 양자원조 지원이 확대되면서 1994년,
1999년을 제외하고 양자원조가 다자원조에 비해 더 많이 지원되었다. 2000년 40%에 달했던 다자원조
지원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09년 28%를 기록하였다. 상세한 지원 추이는 [부록]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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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I 대비 ODA 비중은 2016년 0.16%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하여
2017년과 2018년에는 0.14%를 기록하였다. 2019년 잠정통계를 기준 ODA/
GNI는 0.15%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목표치인 0.18%에 미치지 못하였다.
OECD는 2018년부터 GNI 대비 ODA 비중을 새롭게 도입된 증여등가액
(grant equivalent)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증여등가액 기준 GNI 대비
ODA 비중은 2018년 0.14%(0.137%)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0.15%를
기록해 2차 기본계획상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다.3)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규모 역시 총 ODA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무상원조가 8억 8,814만 달러였으나, 2018년에
는 13억 9,743만 달러로 2010년 대비 57.3%, 연평균 5.2%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유상원조는 2010년 3억 3,445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나, 2018년에는
82.7% 늘어난 7억 7,897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2010~18년 기간 동안 연평
균 6.9% 증가했다. 2010~18년 기간 동안 무상원조를 활용한 ODA 지원 비중
은 전체 ODA 지원의 약 58%, 유상원조는 약 30%를 차지하여, 무상원조를 주
로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우리나라는 DAC 가입 이후 지원한 금액이 전체 DAC 회원국 지원규모의
1.4%를 차지하며, 전체 29개 DAC 회원국 중 16위를 차지하였다. [표 2-1]에
서 볼 수 있듯이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원조가 DAC 회원국의 지원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이며, 순위에는 변동이 없이 16위를 기록하였다.5)
OECD가 2020년 4월에 발표한 2019년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ODA 지원순위는 14위를 차지하였다.6)

3) 연도별 GNI 대비 ODA 비중 목표치는 관계부처 합동(2015a), p. 39를 참고.
4) 2009~18년 사이 지원된 총 ODA 중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capital subscription-deposit)이
약 12%를 차지한다.
5) 2010년부터 2018년까지 DAC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지원 순위는 15~16위를 차지하였다.
6) OECD.Stat. DAC1(검색일: 2020. 8. 5); OECD DAC(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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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DAC 회원국의 ODA 지원규모
(단위: 십억 달러)

국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18

비중

1

미국

36.08

33.46

36.67

36.31

34.52

177.05

22.3%

2

독일

18.17

21.81

29.36

29.59

28.64

127.57

16.1%

3

영국

17.18

17.30

18.68

19.24

19.66

92.05

11.6%

4

일본

15.58

16.46

16.51

18.74

17.25

84.53

10.6%

5

프랑스

11.48

11.85

12.69

14.41

15.38

65.81

8.3%

6

스웨덴

5.40

7.37

5.15

5.67

6.12

29.70

3.7%

7

네덜란드

5.34

6.44

5.68

5.42

5.70

28.58

3.6%

8

이탈리아

3.78

4.43

5.59

6.43

5.21

25.44

3.2%

9

노르웨이

4.17

4.62

5.00

4.46

4.30

22.55

2.8%

10

캐나다

3.80

4.48

4.24

4.43

4.69

21.64

2.7%

11

호주

3.87

3.72

3.49

3.05

3.15

17.29

2.2%

12

스위스

3.32

3.53

3.68

3.21

3.14

16.88

2.1%

13

스페인

1.95

1.97

4.96

3.14

2.98

14.99

1.9%

14

덴마크

2.88

2.90

2.74

2.66

2.63

13.82

1.7%

15

벨기에

2.36

2.21

2.59

2.37

2.36

11.90

1.5%

16

한국

2.00

2.15

2.51

2.36

2.53

11.56

1.5%

17

오스트리아

1.18

1.48

1.80

1.34

1.18

6.97

0.9%

18

핀란드

1.52

1.44

1.16

1.17

1.00

6.30

0.8%

19

아일랜드

0.80

0.78

0.87

0.88

0.93

4.26

0.5%

20

폴란드

0.43

0.50

0.77

0.75

0.79

3.24

0.4%

21

뉴질랜드

0.45

0.47

0.46

0.44

0.56

2.38

0.3%

22

포르투갈

0.45

0.39

0.43

0.46

0.44

2.18

0.3%

23

룩셈부르크

0.40

0.41

0.44

0.46

0.48

2.18

0.3%

24

그리스

0.22

0.26

0.40

0.33

0.29

1.49

0.2%

25

체코

0.22

0.24

0.30

0.34

0.31

1.40

0.2%

26

헝가리

0.14

0.18

0.22

0.16

0.28

0.98

0.1%

27

슬로바키아

0.08

0.09

0.12

0.13

0.14

0.55

0.1%

28

슬로베니아

0.06

0.07

0.09

0.08

0.08

0.38

0.0%

29

아이슬란드
총

0.04

0.05

0.07

0.07

0.07

0.31

0.0%

143.35

151.05

166.69

168.10

164.82

794.01

100.0%

주: 2018년 실질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Stat. DAC2a(검색일: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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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가입 이후 2018년까지 전체 ODA 지원액 중 양자원조는 137억
7,144만 달러, 다자원조는 45억 9,407만 달러로, 각각 75%, 25%를 지원했
다.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는 201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양자원조는
2010년 11억 733만 달러에서 2018년 19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대략
73%, 연평균 6.2% 증가하였다. 다자원조의 경우 2017년 다자기구 출자 및 출
연금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0%가량 하락하긴 하였으나, 2010년 지원액인 3억
1,576만 달러에서 2018년 지원 6억 2,380만 달러를 기록하여 약 2배가량 증
가하였다.7) 2010~18년 동안 총지출 기준 양자와 다자원조 배분비율은 75:25
이며, 순지출 기준은 74:26으로 DAC 회원국에 비해 양자 원조 비중이 높으나
2차 기본계획상 목표 비율인 75:25에 부합한다.8)

그림 2-2. 우리나라의 양자 및 다자 원조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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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8년 실질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Stat. DAC2a(검색일: 2020. 8. 5).

7) 2017년 다자원조 감소 원인은 OECD DAC(2018a), p. 3 참고.
8) DAC 회원국의 순지출 기준 양자와 다자원조 배분비율은 70:30이다(OECD.Stat. DAC1, 검색일: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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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자원조
1) 형태별 지원
우리나라의 양자원조 지원액은 2017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에는 2010년 지원규모인 11억 731만 달러에서 1.7배 증가한 19억
1,0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원조에서 무상원조 지원액은
2018년 11억 3,103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 비해 66%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유상원조 지원규모는 7억 7,897만 달러로 2010년 지원규모인 4억
2,637만 달러에 비해 대략 83% 증가하였다. 2010~18년 기간 동안 유상원조
및 무상원조 지원 비중은 총지출 기준으로 41:59였으며, 2018년 역시 41:59
를 기록하였다. 순지출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0~18년 기간 동안 유무상 비율
은 38:62였으며, 2018년 기준으로 37:63을 기록하여, 무상원조 지원 비중이
다소 높으나 유무상 비율 목표인 40:60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림 2-3. 우리나라의 양자원조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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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8년 실질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Stat. DAC2a(검색일: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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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지원
우리나라는 아시아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2010~18년 지원된 전체
양자원조의 약 55%인 80억 2,521만 달러가 아시아에 지원되었다. 아프리카
에는 32억 3,915만 달러(22.2%)가 지원되었고, 중남미 12억 4,216만 달러
(8.5%), 유럽 1억 9,455만 달러(1.3%), 오세아니아 7,873만 달러(0.5%) 순으로
지원되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은 2010년 66%로 가장 높았으며,
점차 지원 비중이 떨어져 2018년에는 전체 원조의 46.8%가 지원되었다. 아프
리카에 대한 지원 비중은 2016년 26%를 기록한 이후 2017년 24.4%로 하락
하였으나 2018년에는 26.9%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2-4. 지역별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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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8년 실질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Stat. DAC2a(검색일: 2020. 8. 5).

지역별 유무상 지원형태를 살펴보면 아시아의 경우 2011년을 제외하고 무
상원조 지원규모가 유상원조에 비해 크다. 다만 지원 비중은 무상원조 약 53%,
유상원조 47%를 기록하여, 무상과 유상원조 규모 차이가 연평균 4,200만 달
러가량이다.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아시아와 유사하게 2010~18년 무상과 유
상원조 지원 비중이 53:47을 기록하였다. 다만 아시아 지역이 2011년에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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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조 규모가 더 컸던 것에 반해 아프리카의 경우 2013~16년 동안 유상원조
가 무상원조에 비해 더 큰 규모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18년 동안
유럽은 주로 유상원조를 활용해 지원하였으며, 오세아니아 지역은 모두 무상원
조를 통해 지원하였다.

3) 소득그룹별 지원
소득그룹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하위중소득국(LMICs: LowerMiddle Income Countries)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최
빈개도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을 포함한 저소득국에 대한 지
원을 주로 하고 있다.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저소득국에 대한 유상원조 지원액
은 2010년 4억 342만 달러로, 전체 지원의 36.4%를 차지한 이후, 지원규모는
2017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 지원 비중은 2015년 38.6%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하여 2018년 35.2%를 기록하였다. 최빈국을 포
함한 저소득국의 비중을 증가시키겠다는 2차 기본계획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고 있다. 상위중소득국(UMICs: Upper-Middle Income Countries)에 대
한 지원은 전체 지원의 10% 미만을 차지한다. 2차 기본계획상 UMICs에 대한
지원 비중 축소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2015년 이후로 UMICs
에 대한 지원 규모 및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5. 소득수준별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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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계속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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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8년 실질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Stat. DAC2a(검색일: 2020. 8. 5).

LMICs에 대한 지원은 주로 유상원조를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0~18년 동안 무상원조는 LMICs 지원의 44%, 유상원조는 55%를 차지하
였다. LDCs의 경우 LMICs와 다르게 무상원조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1차 기
본계획 기간이었던 2011~15년 동안 53%가 무상원조로 지원된 데 반해 2차
기본계획 기간인 2016~18년에는 56%가 무상원조로 지원되어 LDCs 대상 무
상원조 지원이라는 목표에 맞게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UMICs의 경우에
는 무상원조의 규모가 유상원조에 비해 컸으나, 최근 유상원조 지원 비중이 늘
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4) 분야별 지원
2010~18년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지원된 분야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이며,
전체 지원의 44%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분야는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로 전체 지원의 27%에 해당한다. 이 두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한다. 무상원조의 경우에는 전체 지원의 48%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지원되었으며, 생산 14%, 다분야 10% 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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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무상원조 지원은 전체의 7%에 해당한다.
유상원조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분야는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로 전체 유상
원조의 56%에 해당하며, 사회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39%로 두 분야에
대한 지원이 90% 이상이다.

그림 2-6. 분야별ㆍ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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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8년 실질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Stat. CRS Statistics(검색일: 2020. 8. 13).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운송 및 창고에 대한 지원이 총 ODA와 유상원조에
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운송 및 창고에 대한 지원은 2010~18년
총 ODA 중 16.2%, 유상원조 중 37.4%를 차지하였다. 총 ODA에서 2위를 차
지한 교육 분야의 경우 무상원조 중 약 20%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으로 지원
되고 있으며, 유상원조에서도 7.9%가 지원되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과
물공급 및 위생 분야도 유무상 원조를 골고루 받고 있다. 무상원조 11.1%, 유
상원조 10.2%가 개도국의 보건 분야 개선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보건과 밀접
한 연관이 있는 개도국의 수자원 공급 및 위생 시설 개선에 유상원조 16.3%,
무상원조 3.1%가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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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세부 분야별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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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8년 실질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Stat. CRS Statistics(검색일: 2020. 8. 13).

이 외에도 생산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분야는 농림어업으로, 농림
어업 지원액은 전체 ODA의 약 7%에 해당하며, 무상원조의 약 10%, 유상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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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가 투입되었다. 농림어업 이외의 생산 분야인 산업, 광업, 건설업은 무상
원조를 통해 주로 지원된다.

다. 다자협력
다자기구를 활용한 원조는 순수한 다자원조 이외에도 다자성 양자원조
(multi-bi)가 있다. 다자성 양자는 형식상 양자원조로 분류되나,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다자협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DAC 가입 이후인 2010~18년
동안 다자기구를 활용한 원조, 즉 다자협력 규모는 65억 6,217만 달러이며 전
체 원조의 36%가량을 차지한다. 2016년 다자원조 비중이 증가한 원인은 아시
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대한
출자금 납부에 의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이다.9) 다자성 양자원조 규모가 전체
원조의 9%에 해당한다. 다자성 양자의 경우 2010년에는 전체 원조의 3.7%인
5,364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나, 연평균 21.7%로 확대되어 2018년에는 전체
원조의 12.4%인 3억 1,36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2-8. 다자기구를 활용한 원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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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원조

주: 2018년 실질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Stat. DAC2a(검색일: 2020. 8. 5).
9) 관계부처 합동(2020a),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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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18년 기간 동안 세계은행그룹과 지역개발은행 등 다자개
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에 대한 지원을 가장 많이
하였다. 2011~15년까지는 평균적으로 순수 다자원조 지원의 67.7%가 MDB
에 지원되었다. 특히, 2016년 이후에는 지역개발은행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
어 2016~18년 평균 76.9%가 MDB에 출자ㆍ출연되었다.10) MDB에 대한 다
자성 양자 지원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17년에는 거의 지원
되지 않았으며, 2018년 세계은행그룹에 8,400만 달러가량의 다자성 양자 지
원이 이루어져 전년대비 2.4%p 증가하였다.

그림 2-9. 기구별 다자협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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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8년 실질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Stat. Members’ total use of the multilateral system(검색일: 2020. 8. 12).

2011~18년 동안 UN 기구에 대한 지원액은 8억 9,021만 달러로 순수 다자
지원의 20.8%에 해당한다. UN 기구 분담금은 2012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UN 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2016년 이후
매년 약 7.7%씩 감소하여 2018년에는 9,790만 달러를 납부했다. 다만 UN 기구

10) 2011~18년 기간에 MDB에 대한 출자ㆍ출연 규모는 총 30억 7,330억 달러로, 순수 다자원조 지원액의
7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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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다자성 양자원조 지원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1~12년에
는 전체 다자성 양자의 약 66%가 UN 기구에 대한 지원이었으나 2013년 이후
80% 이상이 지원되었다. 2018년에는 2억 4,990만 달러로 UN에 대한 다자성
양자원조 지원액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기타 다자기구에 대한 다자성 양자
원조의 증가로 전체의 79.7%에 해당하였다.
2011~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다자협력기구를 MDB, UN, 기타
다자기구별로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순수다자의 경우 상위 지원기관은
MDB이며, 세계은행그룹의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에 10억 3,450만 달러(24.2%)로 가장 많이 지원했다. 가장 많은
분담금을 지출한 UN 기구는 UN평화유지군(UNDPKO: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이며, 1억 2,680만 달러(3.0%)
가 지원되었으며, 이는 전체 순위 중 8위에 해당한다. 기타 다자기구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와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으로 각각 6,310만 달
러(1.5%), 4,530만 달러(1.1%)를 지원받았다.11)
다자성 양자 지원의 경우 UN 기구에 집중되어 지원되는 만큼, UN개발프
로그램(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 대한 지원
규모는 2억 6,790만 달러(17.4%)로 1위를 기록하였다. 이 뒤를 이어 세계식
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UN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순으로 지원되었으며, 각각 2억 3,330만 달러
(15.1%), 1억 8,580만 달러(12.0%), 9,830만 달러(6.4%) 규모로 다자성 양자
사업을 추진하였다. UN 기구 이외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에 대한 지원이 9,260만 달러(6.0%)로 가장
11) 기타 다자기구 중 우리나라의 상위 지원기관인 GGGI, GCF 및 IVI는 한국에 위치한 국제기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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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표 2-2. 우리나라의 주요 다자협력기구(2011~18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MDB

UN

기타

순수 다자

다자성 양자

기구명

금액

비중

기구명

금액

비중

IDA

1,034.5

24.2%

IBRD

38.8

2.5%

AIIB

571.7

13.4%

AfDB

17.2

1.1%

IBRD

398.1

9.3%

EBRD TCF

3.8

0.2%

AsDF

298.3

7.0%

EBRD

3.7

0.2%

AfDB

261.1

6.1%

IaDB

2.6

0.2%

기타 MDB

509.6

11.9%

기타 MDB

6.0

0.4%
17.4%

UNDPKO

126.8

3.0%

UNDP

267.9

WHO(의무 분담금)

88.3

2.1%

WFP

233.3

15.1%

UN

84.7

2.0%

UNICEF

185.8

12.0%
6.4%

FAO

72.1

1.7%

UNHCR

98.3

UNDP

60.2

1.4%

WHO(자발적 기여금)

59.3

3.8%

기타 UN 기구

458.2

10.7%

기타 UN 기구

397.2

25.7%

GGGI

63.1

1.5%

ASEAN

92.6

6.0%

GCF

45.3

1.1%

OECD

28.9

1.9%

Unitaid

41.0

1.0%

아프리카연합

9.8

0.6%

IVI

40.9

1.0%

IVI

7.6

0.5%

Global Fund

26.1

0.6%

GGGI

7.3

0.5%

기타 다자기구

90.0

2.1%

기타 다자기구

84.1

5.4%

합계

4,270.0

합계

1,544.2

주: 1) 각 범주별로 상위 5개 기구만 명시함.
2) 2018년 실질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Stat. Members’ total use of the multilateral system(검색일: 2020. 8. 12).

2011~18년 동안 지역별 다자성 양자원조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원이 4억 4,350만 달러로 가장 높으며, 전체 다자성
양자의 32.4%를 차지한다. 국가를 특정하지 않고 지원되는 다자성 양자원조는
3억 7,860만 달러(27.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2억 9,690만
달러(21.7%)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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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분야가 특정되지 않은 대상을 포함한 상위 5개 분야에 다자성 양
자 70% 이상이 지원되었으며, 상위 10개 분야에는 전체 93%가 지원되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의 일환인 긴급구호에 가장 많이 지원되었으며, 2011~18년
기간 동안 총 지원액은 3억 3,390만 달러(21.6%)에 달한다. 이 외에도 1억 달
러 이상이 지원된 분야는 정부와 시민사회(12.9%), 보건(11.1%), 기타 다분야
(9.8%), 농림어업(7.7%)이다.

그림 2-10. 다자성 양자원조의 지역 및 분야별 배분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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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8년 실질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Stat. Members’ total use of the multilateral system(검색일: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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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DA 계상방식 변화에 따른 추이 전망
가. 증여등가액 계상
2019년부터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을 계상한 ODA 보고방식이
OECD DAC의 공식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2018년 ODA 실적의 대표
수치는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공개되고, 기존의 현금 흐름(cash flow) 방식은
공여국보고체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의 데이터상에 병행하여
기록된다.
한국의 2018년 ODA는 증여등가액 기준 23억 5,825만 달러를 기록했다(표
2-3 참고). 이 중 양자원조는 73.5%, 다자원조는 26.5%를 차지한다. 현금 흐름
기준의 기존 ODA 계상방식에 비해 3.6% 감소한 규모이다. 한국의 증여등가액
지출 총액의 감소는 유상원조 지출에서 기인한다. 2014년 OECD DAC이 제시한
ODA 현대화 논의에서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 부분(concessional in character)
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ODA로 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12) 변화된 ODA
정의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복지와 경제개발 증진을 목적으로 지원되며, 최
소 증여율이 최빈국 및 저소득국 대상 45%, 하위중소득국 대상 15%, 상위중소
득국 및 다자협약 대상 10%를 만족해야 ODA로 인정된다. 이러한 ODA 현대
화 논의는 차관의 지원금액을 무상원조(grant)와 대등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며, 세계 저금리 기조와 국별 위험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ODA를
중소득국보다는 저소득국에 더욱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 중이다.

12) OECD DAC(2014), “Communiqué of December 2014 DAC High Level Meetin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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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증여등가액 기준 ODA 규모(2018년): 한국 vs. DAC 회원국
(단위: 백만 달러)

한국
구분

DAC 회원국

증여등가액

현금흐름

증감

증여등가액

현금 흐름

증감

(GE)

(CF)

(%)

(GE)

(CF)

(%)

양자

1,734.5

1,799.6

-3.6%

109,311.6

105,218.4

3.9%

무상

1,131.0

1,131.0

0.0%

97,260.2

98,735.4

-1.5%

유상

603.4

668.5

-9.7%

9,105.0

6,245.6

45.8%

채무구제

0

0

0.0%

237.4

237.4

0.0%

PSI

-

-

-

2,709.1

-

-

다자

623.8

623.8

0.0%

44,165.3

44,837.8

-1.5%

출연ㆍ출자

623.8

623.8

0.0%

42,618.5

-

-

양허성차관
총 ODA

-

-

-

1,546.8

-

-

2,358.3

2,423.4

-2.7%

153,477.0

150,058.5

2.3%

주: 명목가격(current price), 순지출 기준.
자료: OECD.Stat. CRS Grant Equivalent(검색일: 2020. 8. 11).

[표 2-3]에서 한국의 ODA는 계상방식의 변화에 따라 약 6,510만 달러가 감
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유상원조 부문에서 나타난다. 현재 우
리나라의 유상차관 지원 비중은 국가별 소득에 따라 저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별로 각각 43%, 50%, 6%가 지원된다(2018년 기준, 그림 2-11
참고). 소득수준에 따라 할인율이 9%, 7%, 6%로 차등 적용되며, ODA로 인정
되기 위한 최소 양허성 수준은 각 45%, 15%, 10%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ODA 인정액이 다소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차관 상환액이 증가하면 현금 흐름 방식의 순지출 금액에
비해 ODA로 인정되는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의 현금 흐름 방식에서는
유상원조 상환이 완료되면 누적 ODA가 ‘0’으로 기록되지만(지출액-상환액),
증여등가액 방식에서는 지출액에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원리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ODA로 인정된다. 유상원조 집행 시에도 누적 ODA가 70~80% 계상
됨에 따라 추후 차관 상환액이 늘어나면 한국과 같이 유상차관이 많은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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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가액 방식의 ODA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차관 상환액은 1,239억 원으로 유상원조 총지출액의 15% 정도이나, 향후 장기
적으로 상환액이 증가하면 고양허성 자금인 EDCF(양허율 약 80%) 지원금액은
현금 흐름 방식보다 증여등가액 방식에서 크게 계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3)

그림 2-11. 소득그룹별 양허성 차관 지원 비중(2018년)

100%
90%

11%

8%

5%

18%

30%

70%

50%

66%

46%
93%

57%

40%

82%

65%

30%

10%

65%

61%

50%

20%

18%

19%

80%

60%

7%

6%

43%

35%

34%

29%

34%

17%

0%
일본

프랑스

독일

한국
LDC

이탈리아
LMIC

폴란드

UMIC

벨기에

포르투갈

스페인

기타

자료: OECD.Stat. CRS Grant Equivalent(검색일: 2020. 8. 11).

29개 DAC 회원국은 전반적으로 현금 흐름 방식에 비해 증여등가액 지출 총
액이 3.9% 증가했다(표 2-3 참고). 유상원조가 28억 5,940만 달러, 민간부문
수단(PSI)이 27억 910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무상원조는 14억 7,519만 달러,
다자원조는 6억 7,250만 달러 감소하였다. 새로운 ODA 계상방식은 채무구제
와 민간부문수단에 대한 ODA 인정액을 2018년 통계부터 적용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ODA 증여등가액의 1.8%가 PSI로 보고되었으며
2019년에는 2.2% 수준을 기록하였다. 향후 민간부문 동원을 위한 공적재원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PSI 규모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은
아직 PSI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신규 발표된 PSI의 ODA 인정기준에 대
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3) 정지원 외(2020),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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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회원국별 ODA 계상방식 변화에 따른 증감비율을 살펴보면(표 2-4
참고), 일본은 현금 흐름 방식의 기존 통계치 대비 증여등가액이 40.7% 증가하
여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증여등가액이 높게 계상된 이유는 2018년
한 해 71억 8,574만 달러 상당의 대규모 차관 상환이 이루어져 기존의 현금 흐
름 방식에서 인정되지 않던 상환액 중 양허적인 부분이 상당부분 ODA로 인정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이외에도 미국(+1.1%), 스페인(+11.6%), 이탈리아
(+1.8%), 포르투갈(+6.1%)은 차관 순지출액보다 차관 증여 상당액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총 증가액 순). 반면 프랑스(-5.5%), 독일(-2.7%), 한국
(-2.7%), 벨기에(-1.5%), 영국(-0.3%)은 2018년 증여등가액이 현금 흐름보다
낮아진 사례이다. 다만 5개 국가 중 한국과 벨기에만 2019년 증여등가액 잠정
치가 현금 흐름 방식에 비해 더욱 낮게 계상되는 국가로 남아 있어, 시급한 대
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4. DAC 회원국별 증여등가액 기준 ODA 규모 변화
2018
구분

2019

증여등가액

현금 흐름

증감

증여등가액

현금 흐름

증감

(GE)

(CF)

(%)

(GE)

(CF)

(%)

일본

14,163.5

10,064.3

40.7%

15,506.7

11,639.2

스페인

2,890.3

2,589.6

11.6%

2,895.5

2,661.7

8.8%

411.4

387.8

6.1%

373.0

344.2

8.4%

포르투갈

33.2%

이탈리아

5,189.6

5,098.3

1.8%

4,900.0

4,732.9

3.5%

미국

34,152.3

33,787.1

1.1%

34,615.1

33,889.1

2.1%

766.0

759.2

0.9%

684.5

668.9

2.3%

네덜란드

5,659.0

5,616.6

0.8%

5,292.0

5,292.0

0.0%

덴마크

2,590.0

2,576.8

0.5%

2,546.4

2,534.1

0.5%

캐나다

4,659.5

4,640.5

0.4%

4,672.9

4,514.3

3.5%

폴란드

오스트리아

1,170.2

1,167.2

0.3%

1,211.1

1,208.3

0.2%

스위스

3,100.7

3,097.1

0.1%

3,092.9

3,089.3

0.1%

스웨덴

6,001.0

6,000.0

0.0%

5,396.5

5,396.0

0.0%

호주

3,149.0

3,149.0

0.0%

2,949.3

2,949.3

0.0%

체코

305.4

305.4

0.0%

306.1

306.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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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계속
2018
구분

2019

증여등가액

현금 흐름

증감

증여등가액

현금 흐름

(GE)

(CF)

(%)

(GE)

(CF)

증감
(%)

핀란드

984.0

984.0

0.0%

1,126.3

1,144.0

-1.5%

그리스

290.4

290.4

0.0%

308.1

308.1

0.0%

헝가리

284.9

284.9

0.0%

316.7

316.7

0.0%

아이슬란드

74.2

74.2

0.0%

67.4

67.4

0.0%
0.0%

아일랜드

934.3

934.3

0.0%

934.5

934.5

룩셈부르크

473.4

473.4

0.0%

474.4

474.4

0.0%

뉴질랜드

556.0

556.0

0.0%

558.8

558.8

0.0%

노르웨이

4,257.6

4,257.6

0.0%

4,292.0

4,292.0

0.0%

슬로바키아

137.7

137.7

0.0%

128.7

128.7

0.0%

슬로베니아

83.5

83.5

0.0%

86.1

86.1

0.0%

영국

19,410.2

19,462.2

-0.3%

19,365.0

19,342.7

0.1%

벨기에

2,311.6

2,348.0

-1.5%

2,177.2

2,210.7

-1.5%

한국

2,358.3

2,423.4

-2.7%

2,520.6

2,574.9

-2.1%

독일

24,976.6

25,670.4

-2.7%

23,806.3

23,729.2

0.3%

12,176.4

11,979.8

1.6%

152,780.5 147,373.5

3.7%

프랑스

12,136.2

12,839.7

-5.5%

DAC합계

153,477.0

150,058.5

2.3%

주: 명목가격(curre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CRS Grant Equivalent(검색일: 2020. 8. 11).

증여등가액 기준 DAC 회원국 평균 GNI 대비 ODA 비율은 2018년 0.31%
이다. UN에서는 ODA/GNI 비율을 0.7%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권고사
항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이다.
영국은 ODA/GNI 비율을 0.7% 이상 지원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영국정부 DFI
에 출자한 재원 전체를 신속히 ODA로 보고하는 체제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
다.14)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은 0.14%로, DAC 가입 당시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5%까지 확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약한 것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한국은 2018년 OECD 동료검토를 통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14) 김소연, 오수현(2020),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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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DAC 회원국의 ODA/GNI(2018~19년)
(단위: %)

<ODA/GNI(2018, 증여등가액 기준)>

자료: OECD.Stat. CRS Grant Equivalent(검색일: 2020. 8. 11).

2019년 잠정치 역시 DAC 평균 ODA/GNI는 0.31%를 유지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0.07%p)와 노르웨이(+0.08%p), 핀란드(+0.06%p), 스웨덴(-0.08%p)
을 제외한 타 공여국들은 전년대비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전년대비 0.02%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PSI 통계보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연간 개발재원 투자액 격차가 2조
5,000억 달러로 추정되면서(UNCTAD 2014) 공적재원을 활용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유인 및 참여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4년
DAC 각료급회의에서 회원국들은 ODA를 순자금 흐름 방식에서 위험 프리미엄
을 고려한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기존의 채무
구제 계상방식이 공여국의 노력과 위험조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
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후 2016년 DAC 각료급회의에서 회원국들은 ODA 현대화 논의의 기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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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합의하고, ‘민간부문수단(PSI: Private Sector Instruments)’을 논의 대
상에 포함하기 시작했다.15) 이 합의에 따라 2018년도 ODA 통계실적 보고부
터 각국의 PSI 규모를 잠정적으로 보고하기로 한바, 2019년에는 16개 국가가
전년도 PSI 통계실적을 추산하고, ODA 적격성 평가 설명자료를 DAC 사무국
에 제출하였다.16) 단, ODA 인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DAC 회원국들은 PSI 통계보고의 두 가지 방식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주요 수단별 지원규모와 ODA 적격성 등을 자발적으로 DAC 사무국에 보고하
였다. PSI 통계보고의 두 가지 방식은 기관중심의 접근과 수단중심의 접근으로
나뉜다.
기관중심의 접근방식은 DFI에 지원된 정부 원조예산 전체를 ODA로 인정하
는 방식이며, 수단중심 접근법은 DFI가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에 자금을 지원
할 때 활용하는 금융수단에 따라 양허성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ODA를 계상
하는 방식이다. 정부 원조 예산이 DFI에 투입되는 회원국은 기관중심 접근방
식을 선호하는 반면, 민관협력을 통해 DFI가 추가적으로 자본을 출자할 가능
성이 적은 회원국은 수단중심 접근방식을 선호한다.17)
PSI 통계보고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정 및
협의 종료 예정이나, 현재는 2019년 시범 통계보고 기간에 제출된 PSI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정해진 기한 내 협의를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18)
15) OECD DAC(2016), “HLM communique, Principles of ODA modernisation on private
sector instruments.”
16) OECD DAC(2020b), DCD/DAC(2020)9. DAC 회원국이 제출한 각국의 양자간 DFI 및 기타 PSI
vehicle에 대한 ODA 적격성 평가서 양식임.
17) 정지원 외(2020), p. 50.
18) 정지원 외(2020), p. 51; OECD DAC WP-STAT, “Summary Record of the Informal Meeting
of the Working Party on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The Secretariat view was that
the data collected so far were not sufficient to inform the discussions on PSI by the end
of the year as foreseen in the DAC agreement. The Secretariat would therefore seek
further clarifications from members, in particular to request activity-level reporting of
additionality and further details on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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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DAC 회원국의 ODA 중 PSI 규모는 27억 913만 달러로, ODA 증
여등가액의 1.8%를 차지하였다. 2019년 PSI 잠정치는 32억 9,205만 달러로
증여등가액의 2.2%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1.5% 상승하였다.19)

표 2-5. DAC 회원국의 PSI ODA 규모(2018~19년)
(단위: 백만 달러)

공여국
영국

2018
기관중심
989.7

프랑스
캐나다

77.2

독일
노르웨이

수단중심

PSI 합계

19.3

1,009.0

542.5

542.5

237.7

314.8

306.4

306.4

100.7

100.7

209.9

일본

2019e

209.9

기관중심
1,327.5
77.6

수단중심

PSI 합계

25.9

1,353.4

654.4

654.4

156.4

234.0

302.3

302.3

250.7

250.7

225.0

225.0

벨기에

70.8

70.8

86.2

86.2

스웨덴

69.0

69.0

63.5

63.5

핀란드

47.4

덴마크

35.4

스위스

30.7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9.3

47.4
37.4

30.7

30.2

13.3

13.3

3.1

12.4

체코

0.0

미국

-1.4

-1.4

스페인

-51.8

-51.8

1,217.1

2,709.1

합계

1,492.1

52.5

35.4

52.5
37.4
30.2

17.4

17.4
0.0

2.2

2.2
0.0

1,849.6

-17.1

-17.1

1,442.5

3,292.1

주: 순서는 2018년 기준 내림차순이며, 2019년 통계는 추정치(preliminary figures)임.
자료: OECD.Stat. CRS Grant Equivalent(검색일: 2020. 8. 11).

2018년에는 PSI 통계보고를 실시한 DAC 회원국의 55.1%가 기관중심 접
근법을 선택하였고, 44.9%가 수단중심의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노르웨이, 벨
기에, 스웨덴 등은 기관중심 접근법을 채택한 반면, 수단중심 접근법을 채택한

19) 정지원 외(2020),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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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다. 영국, 캐나다는 두 통계보고 방식을 혼용하
여 보고하였으며, 영국에서는 CDC 그룹이 기관중심 접근법을, DFID는 수단
중심 접근법을 택하였다. 캐나다는 FinDev가 기관중심, GAC가 수단중심으로
보고하였다.20)
DAC 회원국은 다양한 공적 레버리징 수단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개도국
지원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다. 2018년 민간부문 동원액 규모는 미국이 약 36억
3,770만 달러로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 EU, 프랑스, 영국의 동원액 규모가 크
게 나타났다. 레버리징 수단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보증 활용 비중이 가장
크고, EU와 프랑스는 금융기관 앞 한도거래(크레딧라인)를 주로 활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과 덴마크는 집합투자기구(CIV)에 대한 지분투자의
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그림 2-13 참고).

그림 2-13. DAC 회원국의 레버리징 수단별 민간부문 동원액 규모(2018년)

보증(Guarantees)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in compainies and SPVs)

집합투자기구(CIV)

크레딧라인(Credit lines)

신디케이션 대출(Syndicated loans)

협조융자(co-financing)

자료: OECD.Stat. CRS Grant Equivalent(검색일: 2020. 8. 11).

20) 정지원 외(2020),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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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DAC 회원국의 소득수준별 민간재원 동원액 비중(2018년)
100%
90%

16%

11%
23% 22%

80%
70%
60%

33%

30%

4%

3%

13%

20%

12%
6%
1%

37%

64%

2% 26%
14%

LMICs

51%
38%

32%
14%

6%
4%

1%

LDCs

100%
43%

44%
21%

6%

32%
87%

46%

8%

10%

90%

100%
39%

37%

68%

34%

20%

63%

48% 52% 32%

2%

74%

4%

38% 49%

2%
80% 35%

20%

13%
27%

47%

99%

40%

0%

34%

6%

50%

30%

35% 34%

20%

50%
32% 22%

22%

21%

UMICs

기타

자료: OECD.Stat. CRS Grant Equivalent(검색일: 2020. 8. 11).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증, 집합투자기구
(CIV), 금융기관 앞 한도거래(크레딧라인)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고 있
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협조융자(co-financing) 방식만을 활용 중이다. 지원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2,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그림
2-15 참고). 한국의 민간재원 동원은 대체로 최빈국과 하위중소득국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소득수준별 지원 비중은 최빈국과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11.2%로 가장 높았으며, 하위중소득국 지원 비중은 9.4%로 그다음을 차지하
였다(그림 2-16 참고).
그림 2-15. 한국의 레버리징 수단별
민간부문 동원액

그림 2-16. 한국의 소득수준별 민간재원
동원액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35
3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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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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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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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8

8.4

8.5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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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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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0.7

0.5

7.3

5

1.3

8.7

7.5

9.4

5.6
11.2

0
2012

2013

2014

LDCs/LICs

주: 실질가격(constant price) 기준, 레버리징 수단 중 협조
융자 방식만 활용.
자료: OECD.Stat. CRS Grant Equivalent(검색일: 2020. 8. 11).

LMICs

UMICs

2018

Unallocated

주: 실질가격(consta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CRS Grant Equivalent(검색일: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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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 ODA 전략과 정책
이행성과

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 국가협력전략
3. 분야별 전략 및 정책

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가. 수립 경과
2007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ODA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집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
련할 것을 논의하였다. 기본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ODA 정책 및 전
략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한 정책문서(policy statement)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
하였는데, 이것이 기본계획, 즉 5개년 ODA 중기전략이 만들어진 계기이다.21)
2010년 12월 개최된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이 정식 승인
되었다. 2019년 11월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
획 수립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 있다.22)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3.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4.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계획
5. 지역별ㆍ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6.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7.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21) 관계부처 합동(2007), p. 7.
2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발의되어, 2019년 11월 26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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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역량 강화 및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기본방향
9.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기관은 5년마다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 등을 조정ㆍ심사하여
종합기본계획을 의결ㆍ확정한다. (중략)”23)
기본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분야
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
등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기본계획을 의결,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절
차에 따라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과 국내
외 개발협력환경, 중장기 지원규모, 운용계획, 투명성 증진 계획, 지역별ㆍ분야
별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1~15년의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유상원조 주관기관과 무상
원조 주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실행계획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
나 제1차 기본계획상 국가 전체 차원의 국제개발협력정책 ‘기본방향’은 존재하
지 않거나 불분명하다고 평가된다.24) 1차 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방향
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주관기관이 각자 작성한 실
행계획을 합친 성격을 갖는 데다 선진화 계획의 방향과 1차 기본계획의 방향 사
이에 일관성이 분명하지 않아 이와 같은 비판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25) 선진화 방
안에 포함된 유무상 비율, 구속성 비율 등 일부 정량적 지표만이 1차 기본계획
작성의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면서, 정량적 목표의 설정이 기본계획의 핵
심적인 내용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26)
23)
24)
25)
2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17302호, 2020. 5. 26, 전부개정, 시행 2020. 11. 27.
박복영 외(2015), p. 87.
위의 책, p. 87.
위의 책, p.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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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2차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정책목표와 실행계획의 일관성을 유지
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기본계획의 방향이 우리나라의 대개
도국 정책목표, 대내 경제 및 재정상황, 국제개발협력의 국내여건과 개선과제,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제언27)을 바탕으로 통합적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여전히 선진화계획의 어떤 부분이 2차 기본계획에서 계승되었는지는 명확
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28)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3-1]은 선진화계획의 내용
과 함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020년은 2016년부터 적용된 2차 기본계획이 종료되고, OECD DAC 가입
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반
추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 DAC 회원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였으
며, 통합적ㆍ전략적 ODA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과 함께하
는 ODA의 장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29) 반면 국개위의 종합전략 수립
기능과 실질적인 조정 기능이 미흡하여, 경제ㆍ외교ㆍ안보 등을 아우르는 사전
적인 ODA 종합전략과 국가별 전략이 없고, 전략간 연계 또는 전략-사업 간 연
계가 부족한 점은 한계로 꼽히고 있다.30) 이외에도 국민적 공감대의 부족과 국
제협력 제약, 현장 및 민간의 참여가 부족한 점 등은 지난 10년간의 ODA 정책
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었다.31)

27)
28)
29)
30)
31)

위의 책, p. 87.
OECD DAC(2018b), p. 38.
관계부처 합동(2020a), pp. 4~5.
위의 자료, p. 6.
위의 자료,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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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및 2차 기본계획 내용 비교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년)>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5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0); 관계부처 합동(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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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절에서는 OECD DAC 동료검토 지침상 회원국들의 개발협력 정책 비
전과 프레임워크를 평가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의 제2차 기본계획 이행성
과를 평가한다. DAC의 개발협력 정책비전과 프레임워크의 평가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1) 비전과 범주의 명확성, 2) 원칙과 방향성 제시 여부, 3) 정책이 의
사결정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이다.32)

나. 이행성과
1) 비전과 범주
OECD DAC 동료검토(peer review)는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체계
를 평가하기 위해 △ 비전과 △ 범주를 살핀다. 평가의 주요 내용은 2030 의제
가 공여국의 강점에 근거하여 공여국 정책 비전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
부이다. 정책 비전은 정부의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중요한 프레임워크 역
할을 하며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와도 일치해야 한다. 이때 인도주의적 지원
을 포함하여 개발협력의 목적과 개발협력이 회원국의 정치적ㆍ전략적 맥락에
서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최상위 성명서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된다.33) 정책의 범주는 글로벌 및 지역적 요구, 가장 도움이 필요
한 국가 및 파트너 국가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 결과를 지원하
는지를 의미하며, 회원국의 ODA 정책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범주를 명확히 제
시해야 한다. DAC은 ODA 정책 문서에 회원국의 강점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
된 주제별ㆍ지역별 우선순위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DAC의 정책체계 평가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책 문서(기본계획)상 개
발협력 정책 비전과 2030 의제와의 연계 노력은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우선순
32) 세부 평가기준 및 지표는 DAC 동료검토 레퍼런스 가이드 참고, OECD DAC(2019), “DAC Peer
Review Reference Guide, 2019-20” DCD/DAC(2019)3/FINAL, pp. 10-12.
33) OECD DAC(2019), “DAC Peer Review Reference Guide, 2019-20,”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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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반영한 정책 범주도 명확한 편이다. 그러나 문서에 제시한 비전과 범주를
각 시행기관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한국의 ODA 비전과
범주에 대해 동료검토는 한국이 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명확한 법적 체계를
보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정책문서가 국제개발협력의 정책적 지향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34)
특히 ODA 시행기관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EDCF)을
제외한 기타 기관들은 기본계획보다는 2010 선진화 전략을 바탕으로 ODA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미루어, 선진화 전략과 이를 대체한(superseded) 2차
기본계획의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35)
수원국 수요와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개발 우선순위 설정 및 SDGs 기여
계획 수립 측면에서, 기본계획은 농촌개발, 교육, 보건, 여성 분야를 중심으로
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국제개
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SDGs 분야별 수행된 ‘사업 수’의 비율이 높은 교육
(16.5%), 산업(10.8%), 거버넌스(10.7%), 보건(10.6), 기아종식(9.8%) 분야에
대한 중점 추진방향을 새로 설정하였다.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에서도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SDGs 중 우리나라의 비교우
위가 있는 분야는 교육, 산업, 보건, 기아종식 등으로 제시하였고, 이 외에 지속
가능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지원과 인도적 지원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
다.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가 있는 지원분야가 지원실적과 횟수에 따라 바뀐다면
정책문서로서의 기본계획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정책환경
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중기계획상 중점추진 분야가 변화할 수는 있으나, 그 기
준이 명확하지 않고 단순히 실적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면 그만큼 정

34)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18,” pp. 38-39.
35)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Korea’s policy framework would thus be further strengthened
by clarifying the status of its 2010 strategic plan and where this plan has been superseded by
the 2015-2020 mid-term strategy.”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Korea 2018,”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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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국제개발협력은 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②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③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④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⑤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화 전략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의 기본정신의 틀 안에
서 3대 가치를 지향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는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국제개발
협력 기본정신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이나 범위를 나타내기보다
는,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ODA 비전으로 다소 광범
위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법적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관련 정책문서들이 기
본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는 철학과 가치에 대한 고민이 충
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에서 국제개발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그보다 상위 차원
의 원칙과 철학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1차 기본
계획 수립 준비 기간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인 ODA 철학과 원칙에 대한 성찰은
많지 않았다. 2007년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한 ODA 기본문서 작성을 위한 전
문가 토론회에서는 공개적으로 한국 ODA 철학 및 기본 정책문서 수립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ODA 철학 및 이념적 기초에 대해 홍익인간의 정
신, 헌법상 기본목적인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인도적 책무
및 외교 정책적 목적, 국가적 이익, 국제사회의 빈곤 완화 과제, 인권, 동반자
역할 등 다양한 개념이 다루어졌다.36) 이후 2010년 서울 ODA 국제회의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이라는 의제를 다루었으나, 관련 내용은
한국보다는 HLF-4 부산개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차원의 국제개발협력 비전
36) KOICA 정책연구실(2007), ｢한국의 ODA 철학 및 기본 정책문서 정책토론회｣, pp.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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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할을 다루고 있다. 2014년 『외교부 ODA 독립패널』 보고서는 외교부가
우리 외교의 명확한 비전 속에서 원조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KOICA에 전달하
여 원조정책과 집행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무상원조
에 대한 제언에 국한되어 있다.37) 2017년 6월 개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
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의 철학과 이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38) 여기에서도 기본법의 기본정신이
한국원조의 철학과 이념을 제시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
도주의 실현’과 ‘경제협력 추진’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의 국제개발협력 기본
정신이 ODA 정책과 집행의 지침이 되기보다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분
화된 추진체계를 뒷받침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었고,39) 이번 정부에서 한
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을 정립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40)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5년) 수립지침에 따르면, 제3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한국 ODA의 비전ㆍ정책목표, 중점 추진방향 및 재원 운용계획을
재설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한국 ODA의 비전과 정책목표는 지금까지 이
루어진 다양한 논의와 비판을 받아들여 기본법의 기본정신과 일관성을 보이되,
정량적 지표의 설정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 공여국
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치적ㆍ전략적 맥락에서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원칙과 방향성 제시
OECD DAC 동료검토는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지침이 빈곤과 취약성 등
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정책이 △ 통
합적인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범
분야 이슈를 지원하는지와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one behind)
37)
38)
39)
40)

외교부 ODA 독립패널(2014).
국회도서관(2017).
김태균(2017); 이유정(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5) 재인용.
한재광(2017); 이유정(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0. 7. 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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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감소 정책을 마련하였는지가 주요 평가지표이다.41)
2018년 동료검토 결과 한국의 ODA 정책은 통합적 접근방식과 빈곤감소 지
원 측면에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활용도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2차 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적인 추진을 3대 원칙
중 하나로 수립하고, 통합 추진시스템의 개선과 고도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
고 있다. 통합적인 ODA 추진 방법은 유무상 연간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EDCF, KOICA 사업을 위주로 한 4자 협의체 체제에서 국무조정실까
지 포함한 5자간 통합전략협의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무상원조 통합전략 강
화, 중점협력국별 국가협력전략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지원, 다자협력협의체
운영을 통한 통합적인 다자원조 지원 또한 통합적 ODA 지원 원칙의 방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통합적인 ODA 추진원칙이 강조된 배경 중의 하나는
각 기관의 ODA 시행계획이 개별 사업의 타당성 심사에 국한되어, 기본법 및
기본계획에 따른 통합정책 반영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었
다.42) 그러나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정책 조정과 연계추진을 위한 통합 추진
체계 자체에 집중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의 인권향상을 위한 통합적 국제개발협력 추진 목표 달성은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한국 ODA 정책에 대한 범분야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으나, 실제 활
용 정도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3) 한국은 성평등, 장애, 기후변화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해당 분야의 지원규모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동료검토상 한계로 지적되었
다.44) 더불어 DAC은 이러한 지침을 개발협력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행
기관 차원의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45) 기본계획에
41)
42)
43)
44)
45)

OECD DAC(2019), “DAC Peer Review Reference Guide, 2019-20,” p. 10.
관계부처 합동(2015a), p. 43.
OECD(2018), p. 41.
Ibid., p. 40.
Ibid.,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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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를 확대하는 등 빈곤에
강한 중점을 두고 사회 부문과 경제 인프라, 환경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46) 사업의 선정과 계획단계에서는 빈곤 감소에 대한 일관된
정책적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는 점도 한국 ODA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
하는 데 있어 한계로 지적되었다.4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경우 2016년부터 한국 개발협력 정책추진의 주
요 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주제별, 지역별로 다소 광범위하지만 명확한 우선순
위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SDGs 달성을 위해 정책 일관성을 제
고하는 것 역시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동료검토 당시 각 기관이 기존 업무 범
위 내에서 SDGs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정책 일관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기 때문이다.48) 개발협력 정책 일
관성 제고는 2012년 동료검토 권고사항 중 미이행 분야로, 2018년 동료검토
에서도 DAC은 한국에 정책 일관성을 위한 관련 법규 및 조정기제 구축을 재차
권고한 바 있다.49) DAC은 개도국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이행하는 과
정에서 한국이 개도국 관련 정책의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지속가
능발전 관련 법과 정책을 보다 잘 조정하고, 한국의 원조가 개도국에 미치는 파
급효과를 고려하여 개도국 관련 정책간 우선순위 조정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50) 스위스는 의회를 통해 4년마다 개발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전
략적 목표를 설정하는 기관을 채택하여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앞으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달성 지원 등 우리나라 ODA의 미션과 비전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 ODA가 보다 통합적, 포용적
추진 원칙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6)
47)
48)
49)
50)

관계부처 합동(2015a), p. 4.
OECD(2018), p. 40.
관계부처 합동(2018), p. 15.
위의 자료, p. 15.
OECD(2018),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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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 결정의 근거
OECD DAC 동료검토는 회원국의 ODA 기본계획이 지역, 분야 재원 배분
의 근거로서 충분히 활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포용적 파트너십과 다
자협력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기본계획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ODA 재
원 배분은 효과적인 개발협력 원칙에 대한 증거와 명시된 약속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한다. DAC 회원국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자기구, 개발은행, 시민사회,
연구기관, 의회 및 민간부문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비전
을 제시하고 포용적인 파트너십을 고려해야 한다. 개발협력정책의 우선순위,
다자간 및 양자간 지원 간의 시너지 효과, 효과성과 영향력의 증거 등 명확한
기준을 가진 다자간 개발 정책 또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개
발협력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2018년 동료검토 결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제2차 기본계획
(2016~20년)은 한국의 지원대상 국가와 분야를 결정하는 데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계획은 한국의 24개 중점협력 국가와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별 우선지원 부문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이 전략에는 유ㆍ무
상 원조 비율, 양ㆍ다자 원조의 비율, 지역ㆍ소득그룹 및 원조 채널 간의 전체
적인 배분 계획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일정 수준 의사결정의 근
거로 작동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의사결정 배분 기준에 근거
하여 실제로 ODA가 시행되고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현 시스템
에서는 파악이 어렵다.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서상 CPS 및 지속가능발전 의제
관련성을 적시하고, 사업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제도만을 구축하고 있다. 따
라서 성과관리와 측정기준을 마련하여 재원배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한 개선 과제이다.
DAC은 한국이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재원배분 근거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글로벌 및 지역적 참여를 높이고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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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한 지침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51) 물론 무상원조를 주로 담당하
는 KOICA와 유상원조 중심의 EDCF가 혁신적 개발재원 활용을 위한 제도적
틀은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틀의 적용과 현장에서의 활용에는 제약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AC 동료검토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하도록 권고한바, 2019년 1월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
트너십 기본정책(안)이 마련되었다. 동 정책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원
칙과 이행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
도록 구제적인 전략과 이행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다
자협력 전략, 취약국 지원전략 등 다양한 정책 지침이 최근 도입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전략이 한국의 강점을 공고히 하고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의 참여
를 심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52)

다. 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우선 개발협력정책의
비전과 범주 측면에서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
한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정책문서와 기본법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시행기관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할 때 비전을 고려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제개발협력 철학과 가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 부처가 나아갈 방향과 합목적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점협력국가
24개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수원국 정책환경 및 개발수요
분석과 우리나라 강점을 고려한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였고, 기본계획상 한국
의 SDGs 기여계획을 수립하였다. SDGs 이행목표에 대한 한국 ODA의 기여
계획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농촌개발, 교육, 보건, 여성 분야에 강
51) OECD(2018), p. 38.
52) 관계부처 합동(2019b), pp.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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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고 추진되도록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한 것이다. 다만 개발협력 정책 내
에서도 상호 일관성이 낮은 편이며, 수행 실적과 정책이 차이를 보여 향후 개선
이 필요해 보인다.
개발협력 정책이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지의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방식
을 통한 지속가능개발과 범분야 이슈를 지원하였는지 살펴보면, 한국의 국제개
발협력 기본 정책은 통합적 추진체계 고도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한계를 나
타냈다. 범분야 이슈는 개별 가이드라인에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성과
로 이어지지 않아, 원칙에 기반한 정책 일관성 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지속가능
개발 의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개발협력 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빈국 지원 및 빈곤감소를 위한 ODA 추진방향
은 수립하였으나, 사업의 선정과 계획단계에서 빈곤감소에 대한 일관된 정책적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재원배분과 포용적 개발 파트너십 고
려 차원에서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되는지 살펴보면, 단편적인 재원배분 기준
과 제도적인 틀로써 활용되나 성과에 따른 정책활용의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재원배분 측면에서는 유ㆍ무상/양ㆍ다자/비구속성 비율 유지, 지역ㆍ소
득그룹ㆍ분야ㆍ유형별 재원배분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정량적 지
표와 투입물에 집중되었다는 한계를 보인다. 앞으로는 성과를 바탕으로 한 재원
배분의 근거로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포용적 개발 파트너십과 다자협력
차원에서는 혁신적 개발재원 활용 방안, 다자협력전략,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등 일부 제도적인 틀은 구축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의 참여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58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표 3-1. OECD 동료검토를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 이행성과 평가
구분

정책방향(계획)
1)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에 기여’ 비전 수립

비전과 범주

평가
∙ 비전을 담은 정책문서와 법적 체계는 보유하였으나,
시행기관 차원의 고려 미흡
∙ 한국 국제개발협력 철학과 가치에 대한 고민 필요

2) 수원국 수요와 우리나라 강점 ∙ 2030 의제가 우리나라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농촌
을 고려한 개발 우선순위 설정

개발, 교육, 보건, 여성 분야에 강점을 두고 추진

및 SDGs 기여계획 수립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행 개선 필요
∙ 통합적 추진체계 고도화에만 초점, 범분야 이슈는
개별 가이드라인에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

원칙과

1) 통합적 접근방식을 통한 지속

원성과로 이어지지 않음. 원칙에 기반한 정책 일관

가능개발과 범분야 이슈 지원

성 제고 필요. 지속가능개발 의제 달성을 위한 중
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개발협력

방향성 제시

정책 일관성 확보 필요
2) 취약계층을 고려한 빈곤감소
정책 마련

∙ 최빈국 지원 및 빈곤감소를 위한 ODA 추진방향은
수립하였으나, 사업의 선정과 계획단계에서 빈곤
감소에 대한 일관된 정책적 방향성 미흡
∙ 기본계획은 재원규모 확대, 유·무상/양·다자/비구

1) 정책이 지역, 분야 재원 배분
의 근거로 활용

속성 비율 유지, 지역별/소득그룹별/분야별/형태별
재원배분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정량적
지표와 투입물에 집중됨. 향후 성과 중심의 재원
배분 근거로 활용될 필요

의사결정

∙ 혁신적 개발재원 활용방안, 다자협력전략, 정부-시

근거

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등 일부 제도적인 틀은
2) 포용적 개발 파트너십과 다자
협력 고려

구축
∙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
들의 참여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필요

자료: OECD(2018), pp. 38-43; 동료검토 이후의 이행성과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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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협력전략
가. 전략의 수립과 이행 경과
다양한 정부 부처의 유ㆍ무상 및 다자간 협력계획을 아우르는 종합적 개발협
력 전략의 필요성은 2005년 국무회의에서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을 채택
하며 시작되었다. 2007년 개최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
서는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과 방안, 포함될 주요 요소 등이 구체
적으로 제시되어53)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국별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국가별 협력전략이 마련된 것은 약 4년이
지난 2011년이다.
2007년 제2차 국개위에서 논의된 『공적개발원조(ODA) 중기전략(안)
(2008~2010)』 문서는 양자원조 추진전략을 각 대륙별로 제시하고,54) 중점지
원국 선정과 이들을 보다 ‘전략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별 지원전략
수립을 제안하였다.55) 해당 문서는 중점지원국 선정을 위한 기준을 △ 개발ㆍ
인도적 요소와 △ 양자 관계적 요소 △ 보완적 고려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국별 지원전략 수립 절차와 운영 주기, 주요 포함요소를 나열하였다. 국별 지원
전략은 3년을 주기로 하되 필요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원국의 개발
환경과 원조조화 방안과 구체적 지원전략ㆍ방안 등 이행전략을 포함하도록 하
였다. 이듬해 개최된 제3차 국개위에서는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 외교통상
부가 주도한 ODA 중기 국별원조전략 수립(안)(2008~2010)이 공개되었다.
이 문서는 국별 원조규모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ODA 중기전략에 제시된
유ㆍ무상 일치 7개국을 포함하여 총 18개국을 중점지원국으로 선정하고 이들

53) 관계부처 합동(2007).
54) 위의 자료, pp. 9~10.
55) 위의 자료,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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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유무상 통합 지원전략을 수립하도록 제안하였다.56) 전략 수립 시에는
① 지역별ㆍ국가별 개발수요 분석 ②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 선정 ③ 최적의 지
원수단 분석 ④ 지역별ㆍ국가별 개발지원 전략 도출의 4단계 체계를 따르도록
제시하였다.57)
한편 수원국의 개발환경과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별
전략 수립이 본격화된 것은 2009년 제5차 국개위이다. 제5차 국개위에서 공개
된 ‘ODA 선진화 추진계획’은 ODA 기본계획에 기초한 유ㆍ무상 통합 국별
지원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58) 이에 작업반을 구성하여 국가별
3개 내외의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다년도 예산배분계획을 포함하는 유ㆍ
무상 통합 국별 지원전략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었다. 2011년 개최된 제10차 국개위에서는 3개 중점협력국(베트남, 가
나, 솔로몬군도)의 유ㆍ무상 통합 국가협력전략이 먼저 공개되어 의결되었으며,
이어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11개와 12개 중점협력국의 국가협력전략
(CPS)이 공개되어 의결되었다.59)
1기 중점협력국 운용이 만료되는 2015년 개최된 제21차 국개위에서는
OECD DAC 동료검토의 권고를 반영하여(글상자 3-1 참고) 기존 26개 국가
에서 24개로 축소된 중점협력국 재조정이 이루어졌다.60) 중점협력국의 재조
정은 정량ㆍ정성적 접근법을 병행하여 수원국의 원조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국가전략 측면을 고려하였다. 새로운 중점협력국은 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동ㆍCIS 2개국, 중남미 4개국으로 설정되었으며, 기존 중점협력국
대비, 솔로몬군도와 동티모르, DR 콩고, 나이지리아 카메룬이 제외되고, 미얀마,
세네갈, 탄자니아가 추가되었다.
56)
57)
58)
59)

관계부처 합동(2008), p. 3.
위의 자료, pp. 4~5.
관계부처 합동(2009), p. 7.
국별지원전략의 작성주기를 3년(또는 5년) 단위로 하되, 매년 재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도록 함(위의

자료, p. 8).
60) 관계부처 합동(2015b),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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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OECD DAC Peer Review의 CPS 관련 제언사항
2012년 이루어진 OECD DAC의 동료검토는 우리나라 원조활동의 법적ㆍ전략적 체계를 완성하
기 위해서는 투명한 의사결정에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
안으로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해 협력 대상국의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협력전략을 마련하고, 이 전략
이 유무상 원조 통합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 전체의 지원활동을 조정하도록 기능해야 함을 강조하였
다. 동료검토는 국별 협력전략이 향후 재정지원 계획과 원조효과성 달성을 위한 계획과 목표, 각 국
가에서 한국의 기여활동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포함하도록 제언하였다. 그밖에도 기타 공여
국 대비 중점협력국 수를 고려하여 중점협력국 수를 26개 이하로 조정하여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
또한 언급되었다.
2018년 공개된 OECD DAC의 2차 동료검토는 중점협력국별 CPS 수립을 지난 동료검토 이후
이루어진 성과로 치하하였다. 한편 CPS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 예산 배분계획과 해당국에서 이루어
지는 非ODA 협력 정보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동료검토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투명성
을 제고하고 ODA와 非ODA 수단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도적 지원 제고 차
원에서 취약국의 경우 국가협력전략이 복원력 구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자료: OECD DAC(2012), Peer Reviews: Korea 2012; OECD DAC(2018c), Peer Reviews: Korea 2018.

중점협력국의 재조정뿐만 아니라 CPS의 구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
다. 2기 CPS의 수립은 2014년 이루어진 국개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 목
차 변동 및 분량 축소 △ 중점협력분야 기술 방식 변화 △ 결과틀 포함 △ 중기
재원계획(대내용) 추가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61) 이에 따라 2기 CPS는 1기
CPS 대비 매우 간략히 축약된 내용을 간결하게 포함하게 되어 작성에 소요되
는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갖게 되었다. 그밖에도 기존 CPS에 포함
되지 않았던 결과틀이 포함됨으로써 우리나라 협력활동의 지원 논리와 체계가
개선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새로운 CPS는 기존 20페이지에 달하였던
수원국 분석을 3페이지로 축약하여 수원국 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분석을
담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61) 관계부처 합동(2014a),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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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1기 CPS 대비 2기 CPS 목차구성 변화
현 CPS 주요 목차(80p 내외)

발전방안(안)상 목차(20p 내외)
□ 수원국 분석(3p)

□ 수원국 분석(20p)
ㅇ 수원국 주요 특성(분야별)
ㅇ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 중점지원분야 위주로 작성

➡

ㅇ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ㅇ 한국 및 주요 공여국의 지원현황

ㅇ 수원체계, 공여국간 협력 체계 등

□ 우리나라의 지원계획(20p)

□ 우리나라의 지원계획(10p)

ㅇ 협력의 기본방향
ㅇ 중점협력분야 및 중점프로그램

➡

ㅇ 범분야(환경, 여성, IT 등)

ㅇ 중점협력분야

□ 이행전략(3p)

□ 이행전략(10p)
ㅇ 연계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

ㅇ 개발목표
ㅇ 결과평가틀

ㅇ 연수 및 기술협력

ㅇ 예산과 조직

ㅇ 수원국 개발현황

➡

ㅇ 중기재원계획
ㅇ 협력방안(다자ㆍ민관협력, 유 무상연계 등)
ㅇ 원조효과성 제고 방안

ㅇ 개발파트너와의 협력전략
□ 성과관리방안(2p)
ㅇ 모니터링

➡

□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1p)

ㅇ 평가방안
□ ODA 관련 고려사항(2p)

➡

□ 전망 및 2015~2020 계획(2p)
□ 참고(10p)

□참고(3p)

- 주요 사회ㆍ개발 지표
- 주요 경제 지표
- Business Plan (일부 CPS)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4a), p. 13.

1기 CPS 운영이 종료되는 2015년 이루어진 CPS 종료평가는 1기 중점협력
국 중 대표적 협력국인 베트남과 2기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된 동티모르의 국가
협력전략을 평가하여 1기 CPS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OECD 평가 기준에 따라 CPS의 내용 및 구성의 적절성, 전략 이행과
정의 효율성, 성과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결과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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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CPS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으로 △ CPS 적용주기의 차등 적용(과
제1) △ CPS의 전략기능 강화(과제2) △ 중점협력분야 선정방식 개선(과제3)
△ CPS 이행관리 시스템 구축(과제4)을 제시하였다.62)
이러한 개선 노력에 힘입어 전략 작성에만 약 2년이 소요되었던 1기 국가협
력전략과 달리 2기 국가협력전략은 전략이 발효되는 2016년 말, 전체 24개 중
점협력국에 대한 전략 수립이 완료되었다. 2기 국가협력전략은 1기 CPS의 문
제점 및 개선방향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영문본이 공개되고 결과틀이63) 포함되
었으나 CPS 적용기간 및 주기 차등화, 재원배분계획 포함64), 그밖에도 중점협
력 분야와 이행관리 시스템 관련한 과제는 개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다. 특히 결과틀상의 평가지표가 모든 국가와 분야에 대해 동일하게 △ CPS 적
합성 △ 사업정상 추진여부로 제시되어 구체성이 부족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하
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CPS의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
여 왔다. 2017년 12월에 열린 국개위에서는 CPS 수립 이후 이루어진 수원국
변동 현황과 신규발전계획 발표 등을 반영하여 중점협력 분야의 타당성을 검토
하기 위해 중간평가를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2018년과 2019년 각 5개국에 대
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국의 수원환경 변화 파악, 중점분야
별 지원실적 평가와 더불어 CPS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2018년 5개 중점협력국(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5개 국가의 신규 국가발전계획이 반영되고 수원국 정부
와 우리나라의 협의를 토대로 한 중점분야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밖에도
CPS에 공통되는 보완사항으로 △ 수원국 분석 강화 △ 지원계획 구체화 △ 전
62) 관계부처 합동(2015c), p. 157.
63) 결과틀은 우리나라 CPS상 용어이며 CPS 차원의 종합적 지원논리(logical framework), 즉 PDM
(Project Design Matrix)을 지칭한다. 성과틀, 성과 관리틀, 성과관리프레임워크(results management
framework), 성과프레임워크(results framework) 등의 용어와 혼용된다.
64)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은 내부용 CPS에는 포함되었으나 공개용 CPS에는 포함되지 않아 수원국의 예
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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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지원방향 제시 △ 결과틀 개선이 제안되었다.65)

나. 타 공여국 운용사례
국가별 협력전략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선진 공여국의 사례 분석은 기존 다양한
연구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김세원, 김종섭, 이영섭(2013)은 스페인과 프랑
스, 뉴질랜드의 중점협력국 운영 및 CPS 등의 관리체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
출하였으며, 정지원 외(2018, 2019b) 또한 CPS 중간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각 수원국별 주요 공여국의 협력전략 특징 및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처럼 기
존 선행연구는 선진 공여국의 협력전략 수립 현황과 체계, 절차, 구성요소 등을
분석하여 국가협력전략이 해당 국가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추진지침으로서 효
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즉 타 공여국의
국가협력전략 운용사례 분석은 개별 CPS의 이행성과를 파악하기 위함이 아닌,
CPS 전반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DAC의 상위 공여국 중 기존 연구에서 사례조사
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국과 네덜란드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밖에
도 다자기구 중 세계은행의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 수립ㆍ이행, 나아가 국가협력전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미국
세계 최대의 공여국인 미국은 국가안보 추구의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추
진하며,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은 외교ㆍ국방과 조응하여 이루어져 왔다.66) 오

65) 관계부처 합동(2020b), p. 2.
66) OECD DAC(201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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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마 정부가 공개하였던 국제개발을 위한 대통령정책령(PPD 6: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on Global Development)은 개발과 외교, 국방이 국가안
보를 위해 상호 작용 및 보완하는 종합적 접근법을 취하도록 요구하였으며,67)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또한 국가안보를 추구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68)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정부 또
한 이와 동일한 개발협력 정책 노선을 펴고 있다. 2018년 2월, 미 국무부와 전
문 원조기구인 USAID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합동 전략계획69)을 발표하였는
데, 이 계획은 국내외 미국의 안보 수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 미국의 경쟁우위 제고, 균형적 참여를 통한 미국의 리더십 추구, 효율적인
세금 집행 및 국민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있다.70)
2020년 공개된 미 의회의 미국 원조 프로그램 및 정책 보고서는 미국의 국
제개발협력 참여 근거와 주요 정책 및 경향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0여 년간 미국 원조활동의 주요 추진 근거는 국가안보 추구이며
그밖에도 상업적 실리와 인도적 지원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71) 따라서
실제로도 미국의 원조활동은 평화와 안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인적자본 투
자, 인도적 지원 등의 순임을 알 수 있다(2018년도 예산 기준).72)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을 국제개발협력에 제공하는 만큼 미국은 세계 다수의
개도국과 협력하며, 중점협력국은 미국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 및 분야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73) 예컨대 미국이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분야인 보
건 및 인구 분야의 경우, 인구계획, HIV/AIDS, 말라리아, 모자보건 등의 세부
67)
68)
69)
70)
71)
72)

White House(2010b), p. 1.
White House(2010a), p. 33.
US DoS & USAID(2018), “Joint Strategic Plan 2018-2022.”
Ibid., Table of Conten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 pp. 3-4.
Ibid., pp. 4-5. 해당 보고서는 원조활동 방식 또한 일반적인 양자지원 외에도 다자지원, 인도적 지원,

개발ㆍ정치ㆍ전략 목적 추구를 위한 지원, 비군사원조, 군사원조 등으로 구분하였다(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 pp. 5-9).
73) Donor Tracker 홈페이지, United States(https://donortracker.org/country/united-states,
검색일: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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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중점협력국을 각각 선정하며, 물ㆍ위생 분야 또한 수요와 기회요인,
그리고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22개 국가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있다.74)
USAID는 5년 주기로 갱신되는 국가개발협력전략(CDCS: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을 작성하여 국가별 협력활동 개발 및
이행에 지침으로 삼으며, 62개 국가에 대한 CDCS를 가지고 있다. CDCS 작성
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USAID는 모든 활동에 지침
(ADS: Automated Directive System)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중 ADS 201장
‘프로그램 주기별 운영 정책(Program Cycle Operation Policy)’75)은 CDCS의
의의와 기능, USAID 현지사무소와 본부의 역할, 적용 방식, 프로그램ㆍ프로젝트
반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76)
USAID의 운영 정책에 따르면 CDCS의 의의는 해당 기간 동안 현지사무소
가 현지에서 다룰 최고 수준의 개발목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게 된 근거
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변화이론
(theory of change) 또는 개발가설(development hypothesis)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는 것이다.77) 또한 운영 정책은 CDCS의 기대효과 및 이행방안을 포
함하는 성과틀을 반드시 포함하여 성과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보다 구체적인 CDCS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미국의 국가 차
원 전략을 해당 국가의 현황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다.78) 즉 협력국별 전략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국무부-USAID 합동 전략계획, USAID 정책프레임워크
등에서 제시한 미국의 전략을 해당 국가의 환경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개발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정부의 국제ㆍ외교 정책과 개발협력 정
책이 일관되도록 조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양자 협력의 경우 대개 5년이라는
74) USAID 홈페이지, What We Do(https://www.usaid.gov/what-we-do, 검색일: 2020. 8. 10).
75) 이 지침은 △ 국가ㆍ지역 전략 수립 △ 프로젝트 계획 및 이행 △ 활동 계획 및 이행 △ 모니터링 및 평가로
구분되는 프로그램의 전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활동 추진 원칙과 방식을 제시한다.
76) USAID(2020a), “ADS Chapter 201: Program Cycle Operational Policy.”
77) Ibid., p. 19.
78) Ibid.,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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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기간 내에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현지사무소의 개발
목표를 정의하는 것이다.79) 그밖에도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와 활동
이 CDCS의 목표에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지침을 제공하거나 법령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기틀이 되기도 하며, 관련 당사자간 소통 수단, 원조
효과성 원칙 제고, 현지사무소 성과관리계획 기틀 제공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림 3-2. 미국 USAID의 국가협력전략 수립 절차 및 담당부서

주: USAID 본부의 Pillar Bureaus, Bureau for Resource Management, Bureau for Management, Office of Human
Capital and Talent Management, Office of Forestry and Biodiversity, Office of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Office of Global Climate Change가 필요시 협조 및 자료를 제공함.
자료: USAID(2020a), pp. 20-23, p. 3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처럼 CDCS를 수립하는 데에는 USAID 본부뿐만 아니라 현지사무소가 핵
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지사무소는 전반적인 개발 우선순위와 주요 수요분야
선정, 현지 환경평가 수행,80) 이해당사자 소통 등을 담당하며 그밖에도 근거
79) USAID(2020a), “ADS Chapter 201: Program Cycle Operational Policy,”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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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정보의 수집, 접근법 개발, 각 단계별 성과지표(deliverables) 제시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81) 현지사무소가 주도하여 마련한 CDCS는 USAID
본부의 정책ㆍ기획ㆍ학습국(Bureau for Policy, Planning and Learning)이
검토한다.82) USAID 전반의 정책마련을 담당하는 정책ㆍ기획ㆍ학습국은
CDCS 초안이 USAID의 정책과 절차, 지침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승인
하며, 필요시 현지사무소와 지역사무소 등 관계자간 의견을 조율하거나 현지사
무소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ㆍ
자원관리실(Office of Budget and Resource Management)에서 검토하며
해당 지역사무소의 검토 및 승인 또한 필요하다. CDCS의 수립에는 그밖에도
범분야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산림 및 생물다양성, 성평등, 기후변화 등) 또한
검토에 참여하여 피드백을 제공한다. 본부의 범분야 담당 부서는 CDCS의 승
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USAID는 협력국의 자립(self-reliance)이라는 정부의 새로운 개발협력 정
책방향을 반영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whole-of-government) 차원
의 국가별 신규 전략을 구축 중이다.83) 우선적으로 49개 국가에 대한 전략 구
축계획이 공개되었으며 그 밖의 협력국에 대해서도 2020년 12월까지 신규 전
략을 작성하도록 계획하였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 외무부는 외교ㆍ통상ㆍ개발협력 관련 모든 활동을 주관하여 이들을
상호 밀접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네덜란드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약 5년 주
기로 발표되는데, 2013년 정책과 2018년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국제개발협력
80) USAID는 2018년 미 국무부와의 합동 전략계획을 발표하며 수원국의 자립 지원을 핵심 목표로 설정
하였으며, 각 국가별 자립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수원국별 발전 현황을 분석하였다.
81) USAID(2020a), “ADS Chapter 201: Program Cycle Operational Policy,” pp. 20-21.
82) Ibid., p. 21.
83) USAID(2020b), “CDCS Completion Dates by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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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해 저개발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네덜란드의 입
지를 공고히 하고 네덜란드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파악
된다.
2013년 4월 공개된 네덜란드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의 개발
협력 기본 정책은 변화하는 국제사회 질서와 점차 증가하는 글로벌 연계성, 빈
곤의 양상 변화 등을 고려하여 네덜란드 정부 또한 새로운 접근법 및 방식을 활
용한 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다.84) 특히 교역 잠재력 및 현황을 고려
하여 협력 대상을 빈곤문제 지원이 절실한 최빈국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저소
득국 및 하위중소득국, 그리고 교역과 투자 잠재력이 높은 선진국 및 상위중소
득국으로 유형화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85) 이 정책은 국제협력 대상 유형별
로 중점 추진 활동분야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협력 유형별 구체적인 활동분
야와 대상국은 [표 3-3]과 같다.

표 3-3. 네덜란드의 국제협력 유형 분류
협력 유형

활동분야

대상국

원조기반 협력
∙ 대상: 외부의 지원 없이 ∙ 기초서비스: 물, 식량안보, 성평 ∙ 아프가니스탄, 브룬디, 말리, 팔레
빈곤감소가 불가한 분쟁취

등 및 성ㆍ모성보건과 권리, 안

약국ㆍ최빈국

보 및 법치주의

∙ 방식: 원조 중심, 지역별 ∙ 긴급구호 및 복원력 제고

스타인, 르완다, 남수단, 예멘
∙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
바도르(점진적 원조 철수)

접근 추구
원조ㆍ무역 병행 협력
∙ 대상: 경제성장이 관찰되는
저소득국 및 하위 중소득국
∙ 방식: 국가별 현황에 따라
원조 감소 및 무역 증대

∙ 국제ㆍ지역시장 접근 개선: 경
제협정 마련
∙ 기업 및 공공 지원: 민간부문 ∙ 방글라데시, 베냉, 에티오피아, 가나,
정보ㆍ자문ㆍ재정 지원, 기금 활용

인도네시아, 케냐, 모잠비크, 우간다

∙ 평등한 기회 제공
∙ 국제 CSR 추진

8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3), “A World to Gain: A New Agenda for
Aid, Trade and Investment.”
85) Ibid.,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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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협력 유형

활동분야

대상국
∙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무역기반 협력

콜롬비아, 프랑스, 독일, 걸프만 국가,

∙ 대상: 선진국 및 상위 중소 ∙ 무역협정 체결
득국

∙ 네덜란드 기업의 국제화 추구

∙ 방식: 무역과 투자를 중심 ∙ 외국인투자 유도

인도, 이라크,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폴란드, 루마
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

으로 네덜란드 기업의 진 ∙ 네덜란드의 해외투자 보호

카공화국, 한국, 터키, 영국, 우크

출을 지원

라이나, 미국, 베트남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3), pp. 27-50 토대로 저자 정리.

2018년 공개된 네덜란드 외교ㆍ무역ㆍ개발협력 정책문서는 기존 정책의 기
본방향을 이어받아 △ 분쟁 및 불안정성 예방 △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개선 △ 지
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과 전 세계적 기후행동 추구 △ 국제사회에서 네덜란드
의 경쟁역량 강화를 정책목표로 제시한다.86) 성평등과 여성 권익개선은 범분
야 이슈로 포함되었다.
2013년 정책이 전 세계 국가를 협력대상으로 제시하였던 것에 비해, 2018년
정책은 중점협력 대상국을 축소하고 지역 단위로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2018년 정책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 수원국 수요 △ 네덜란드 정부의 기
여 잠재력 △ 자국의 정책 일관성을 고려하여 중동ㆍ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중
점협력국으로 설정하였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만
을 대상국으로 제시하였다.87) 이는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중동ㆍ아프리
카 지역 이주민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88)
2018년 신규 정책에 따라 네덜란드는 협력대상국을 27개국으로 조정하였
으며 각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를 밝히고 있다.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는 네덜란드
8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8), p. 24.
87) Ibid., pp. 97-98.
88) 2012년 약 7만 명 수준이었던 네덜란드 내 난민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입되었다(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 검
색일: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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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의 개발협력 정책과 밀접히 연동된다. 즉 중점협력 분야를 별도로 설정
하는 것이 아닌, 개발협력 정책에 제시된 우선순위 분야를 현지 사정에 부합하
도록 조정하여 운영한다. [표 3-4]는 개발협력 정책의 우선순위 분야와 27개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를 비교한 것이다. 대부분의 협력국에서 정책 우선순위
분야와 일치하는 활동이 중점분야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국
가별 현황에 따라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범분야 이슈, 즉 여성 인권 강화, 기후,
인도적 지원 등과 네덜란드와의 교역 및 기업의 진출을 고려하여 현지 민간부
문 개발이 추가되었다.
그밖에도 네덜란드 협력국별 중점분야는 각 분야와 SDGs의 연계성을 고려
하여 설정되었으며, 따라서 국가별 협력계획에는 각 중점분야가 다루는 SDGs
정보를 포함하였다. 예컨대 중점분야가 민간부문 개발, 안보 및 법 지배, 난민
및 이주민 관련 협력, 기후로 설정된 세네갈의 경우, 협력계획 내에 민간부문
개발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목표로 SDGs 1, 8, 9, 17을 제시하고 안보 및 법
지배와는 SDGs 5, 10, 17이 밀접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밖에도 난민 및 이주
민 관련 협력의 경우 SDG 17, 기후와는 SDGs 7, 9, 11, 12, 13이 밀접함을
제시하였다.89)

8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9), “The Netherlands and Sen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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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9a~y) 토대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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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네덜란드 외무부가 공개하는 국가별 협력계획은 신규 개발협력 정책이
유효한 2019~22년을 대상으로 하며, 외무부는 25개 국가90)에 대한 계획을
2019년 7월 동시에 공개하였다. 네덜란드의 협력계획은 2019~22년 해당국
에서 네덜란드 정부의 개발협력 참여 목표와 앞서 언급한 국가별 중점 협력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중점 분야별 관련 SDGs와 주요 협력대상, 수원국
인구와 경제 및 개발지표 정보, 그밖에도 네덜란드 기타 정부부처와의 협력
계획만을 담은 간략한 문서의 형태이다. 이는 앞서 검토한 미국과 같이 수원국
의 도전과제와 지원 방식, 결과틀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협력전략과 대
조된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사례는 기본계획ㆍ정책을 중심으로 국가별 중점분
야를 설정하여 정책과 일관되는 국별 협력계획을 설정하였다는 점, 이러한 방
식으로 다수 협력국에 대한 계획을 상대적으로 신속히 일괄적으로 작성하였다
는 점, 또한 네덜란드 기업 진출과 대규모 이주민 발생 방지 등 네덜란드 정부
의 개발협력 참여 목적이 뚜렷이 반영되었다는 점 등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세계은행
개발협력 활동에 수원국 참여를 크게 강조하는 세계은행은 심도 깊은 수원
국 분석과 현지 이해당사자와의 토론을 바탕으로 국가별 협력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세계은행이 가진 풍부한 현지
협력 경험과 현지 전문성이 바탕이 되며, 국가협력프레임워크(CPF: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뿐만 아니라 체계적 국가분석 보고서(SCD: Systemic
Country Diagnostic)와 성과ㆍ학습검토(PLR: Performance and Learning
Review) 및 종료ㆍ학습검토(CLR: Completion and Learning Review)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90) 2018년 새로 발표한 27개 중점협력국 중 말리와 니제르에 대한 협력계획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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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세계은행의 국가협력전략 수립 및 운영 단계

자료: World Bank Group(2018), pp. 3-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세계은행이 제시한 국가협력프레임워크(CPF) 수립ㆍ운영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91) 첫 번째, 국가분석 단
계에서는 수원국의 빈곤해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큰 제약요인들을 파악
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작업은 세계은행과 외부 기관들이 협력하여
작성하는 체계적 국가분석 보고서(SCD)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수원국의 빈곤
해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제약요인과 기회요인을 파악하며, 이를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하여 의견을 반영한다.
두 번째, 세계은행의 협력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국가협력프레임워크(CPF)
를 구축하여 세계은행이 현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목표를 제시한다. CPF
는 SCD의 결과를 토대로 3~4개의 중점분야(pillar)와 개발목표(objective)로
구체화되며, CPF 운영 종료 시 이 개발목표 대비 성과를 평가한다. CPF의 개발
목표는 수원국 우선순위와 SCD를 통해 파악한 주요 제약요인, 그밖에도 세계
은행의 비교우위를 반영하여 설정된다. 세계은행은 특히 CPF의 작성 단계에서
수원국 주도의 접근방식을 강조하고 있는데,92) 수원국의 빈곤감소 개발전략을
토대로 하며 이해당사자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93)
91) World Bank Group(2018), “IBRD/IDA/IFC/MIGA Guidance Country Engagement,” pp. 3-4.
92) World Bank Group(2018), p. 3.
93) 한편 기타 공여국ㆍ기관과의 합동전략은 활용하지 않는데, 이는 그간 경험으로부터 기구간 재원 승인
일정 등을 조율하는 데 불필요한 공력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Ibid., pp. 3-4, par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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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되는 CPF에는 △ 수원국 개발환경 △ 수원국 발
전 전략 △ CPF 프로그램 개발목표 △ 프로그램 이행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포함한다.94) CPF에는 구체적인 수원국 환경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으며,
SCD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다.95) 즉 수원국 환경에 대한 분석
은 SCD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며, CPF는 SCD에서 분석한 결과를 반
영하여 목표를 제시하는 성격이 보다 강하다.
특히 모든 CPF는 국가별로 설정한 개발목표에 따른 성과 매트릭스를 부록
으로 반드시 포함하는데,96) 이 매트릭스는 각 개발목표별로 세계은행 활동 추
진 필요성, 활동 추진 방식, 성과지표와 보조 지표, 진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사
업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성과 매트릭스는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
는 PLR과 CLR 수행에 기준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자료이다. [표 3-5]는 스리
랑카 CPF의 성과 매트릭스 중 첫 번째 중점분야 ‘거시안정성과 경쟁력 제고’,
개발목표 1 ‘공공재정 관리’에 나타난 내용을 예시로 나타낸 것이다.

표 3-5. 세계은행의 스리랑카 CPF 성과 매트릭스 구성(개발목표 1 예시)
중점분야 1. 거시안정성과 경쟁력 제고
- 중점분야 설명, 중점분야와 세계은행 총괄 목표와의 관련성, 수원국 개발목표와의 관련성 제시
개발목표 1. 공공재정 관리
- WBG 지원 근거, WBG 지원 방식 제시
CPF 개발목표 지표

보조 지표

WBG 프로그램

1.1.1. 예상 수입 대비 실제 수
진행중 사업

입의 2년 평균 분산(예산과 실지출
각각)
∙ 기초선: 2013~14
평균 편차: 18%
∙ 목표: 2018~19

중기 공공재정 관리 전략 수립 Trust Fund (TF) for Statistical
∙ 기초선(2016년): 없음.

Capacity Building for Improving

∙ 목표(2018년): 수립 완료

Poverty Estimation (TF) 등 전체
나열

평균 편차: 10%

94) Ibid., p. 8.
95) Ibid., pp. 7-8.
96) Ibid.,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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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CPF 개발목표 지표

보조 지표

WBG 프로그램

1.1.2. 국영기업이 기업법에 의
거하여 제출하여, 감사원 홈페이
지에 공개한 감사보고서 건수

공공재정법 수립

∙ 기초선(2016년): 0

∙ 기초선(2016년): 없음.

∙ 목표(2020년): 공공재정 관리

∙ 목표(2018년): 수립 완료

전략 공개 후 설정
채무관리부서 신설
1.1.3. 연간 세금 납부에 소요된

∙ 기초선(2016년): 없음.

시간 감소수준

∙ 목표(2018년): 신설 완료

제안중 사업
Competitiveness development
policy financing(DPF) (FY17) 등
전체 나열

∙ 기초선(2016년): 167
∙ 목표(2020년): 100
자료: World Bank Group(2016), pp. 51-52를 저자 번역 및 요약.

CPF 운영 중간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중간 성과검토 및 학습 단계에서는 상기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그간 CPF에 따른 사업의 운영 경과와 기존 사업의 유효
성을 검토한다.97) 기존 CPF 대비 수원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중간 성과검토
및 학습 보고서, 즉 PLR은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기존 CPF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밖에도 PLR을 통해 기존 CPF에서 미흡하였던 사업 또는 활동 계
획을 수정하여 차기 CPF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약 1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
되는 PLR 결과에 따라 기존 CPF의 운영 주기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인 종료평가 및 학습 단계에서는 CPF의 성과 매트
릭스에 따라 CPF 전 주기의 성과를 평가한다. 이 단계에서 작성되는 CLR 보고
서는 세계은행의 평가주체인 독립평가그룹(IEG: Independent Evaluation
Group)의 승인을 거친다. 약 10페이지 분량의 CLR 보고서는 △ 전체적인 평
가 요약 △ 개발성과평가의 핵심 내용 △ WBG 성과평가 상술 △ WBG 기구 목
표와의 조화 상술 △ 도출한 시사점(부록에 이를 상술)으로 이루어진다.98)

97) World Bank Group(2018), p. 4.
98) World Bank Group(2018),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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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CPF는 수원국의 개발정책 또는 대선 주기를 반영하여 국가 상황에 맞게
운영되나 대개 4년 또는 6년 주기로 작성된다.99) 수립 이후 매 2년 또는 운영
중간시점에는 중간검토를 수행하여 필요시 수정한다.100) 일반적으로 CPF가 1
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CPF가 갱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검토를 수행하지
않으며, 4년 주기로 운영되는 CPF는 중간검토 결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이 가능하다. 그러나 CPF 운영 지침에 따라 CPF 운영주기는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향후 과제
1기ㆍ2기 CPS의 수립 경과와 그간 이루어진 종료ㆍ중간평가에서 공통적으
로 제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심층적이며 현장 중심의 수원국 현황 분석에 입각한 CPS의 수립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목차 변동 및 분량 축소로 수원국 분석 내용을
1/7 수준으로 축약한 2기 CPS에서 수원국 분석은 문헌으로 쉽게 파악이 가능한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어 국가별 특성 또는 개발수요를 파악하기에 불충분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공여국 및 기관은 수원국 분석 및 개발환경 분석에 많은 공력
을 투입하며, 실제 협력전략 내에도 수원국 분석 및 개발환경 분석을 지원목표
및 방안 마련의 기초로 삼는다. 앞서 검토한 미국 USAID는 국별 협력전략 수
립에 앞서 현지사무소가 심층적인 수원국 환경평가를 수행한다. 수원국 환경평
가를 통해 파악한 개발 우선순위와 주요 수요분야, 제약요인을 토대로 개발목
표(Development Objectives)와 중간목표(Intermediate Objectives)를 설
정하여 사업을 기획ㆍ발굴ㆍ이행한다. 대표적인 다자 개발기구인 세계은행 또

99) Ibid., p. 5.
100) 6년 주기로 운영되는 CPF는 현지사무소의 결정에 따라 매 2년, 운영 2년 차와 4년 차 또는 3년 시점
중간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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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계적 국가분석보고서(SCD)를 작성하여 국가별 협력전략 마련의 기반으
로 삼는다. 세계은행과 현지 전문성을 지닌 외부 기관이 협력하여 작성하는
SCD는 수원국의 빈곤해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과 이를 해소
하기 위한 기회요인을 파악하여 담고 있다. 세계은행의 국가협력전략에 해당하
는 국가협력프레임워크(CPF)는 SCD에서 파악한 도전과제와 기회요인을 반영
하여 3~4개의 중점분야와 개발목표를 제시한다.
또한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현지의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조율하기도 한다. 미국과 세계은행 등의 공여국 및 기관은
이와 같은 현지 분석에 입각하여 국별 협력전략의 적용 및 운영 주기를 조정하는
데, 즉 수원국 분석 결과로 파악한 수원국 정치변동 등 여건에 따라 전략의 적용
및 운영 주기를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수원국 현황의 면
밀한 분석은 1기 CPS 종료평가에서 도출된 CPS 적용 및 운영 주기 차등화 제
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즉 수원국 현황 분석 강화는 CPS의
실효성 및 효과성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두 번째로는 면밀한 수원국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명확한 개발목표와 효과적
인 지원 분야ㆍ방안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협력전략은 포괄적
인 목표 설정 없이 각 중점분야별로 추진되는 개발활동을 지원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현황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국가별ㆍ
중점협력 분야별 지원방안은 수원국 개발수요나 우선순위를 고려한 것으로 보
기 어려울 정도로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101)
이와는 대조적으로 앞서 검토한 공여국 및 기관은 모두 국가협력전략 수립에
앞서 수원국 현황ㆍ환경 분석을 별도로 추진하며, 파악된 발전 제약요인과 개발
수요, 도전과제 등을 포괄하는 지원목표 및 세부 지원분야를 설정한다. [표 3-6]
은 보다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네덜란드, 세계은행의 대에티오
피아 협력전략의 지원목표 및 중점분야를 제시한 것이다. 포괄적인 지원목표를
101) 정지원 외(2018b),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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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중점분야로 제시하는 공여국ㆍ기관
사례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협력전략은 수원국이 마주한 도전과제와 무관
하게 중점분야를 설정하고, 각 중점분야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각각 제시
하여 이를 지원목표로 취합하여 놓은 실정이다.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대 에티
오피아 지원목표가 부재하며, 즉 통일된 방향성과 중점분야 선정의 근거 없이
상호 연계되지 않는 개별 협력분야를 나열하는 방식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포
괄적인 지원목표 설정은 해당 국가에 대한 각 지원활동이 일관성을 지니기 위
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CPS와 같이 독립적인 중점 지원분야가 제시되고 각
분야에 대한 지원목표가 단순 취합된 형태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지원활동이
통일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CPS는 면밀한 수원국 분석을 토대로 각각
의 수원국이 마주한 개발 도전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목표
를 설정한 다음 지원목표에 부합하는 세부 분야 또는 행동방안을 중점 지원분
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6. 국가ㆍ기관별 에티오피아 지원목표 및 중점분야

구분

한국

미국(USAID)

네덜란드

세계은행

CPS 2016-2020

CDCS 2019-2024

2019-2022

CPF FY18-FY22

∙ 보건 시스템 강화,
보건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식수와 위
생시설 접근성 개선
∙ 지속가능한 농촌 개 ∙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총괄

발 기반 구축

및 민간주도의 성장

지원

∙ 산업 기반 인프라

을 통해 민주적이고

목표

(교통ㆍ에너지) 지원

부강하며, 복원력 있는

확대 및 인적역량

에티오피아 사회 구축

강화

∙ 에티오피아 정부의
안보, 인권, 여성인 ∙ 포용적인 성장 기반
권 강화 지원

마련 지원

∙ 특히 식량안보와 생 ∙ (에티오피아 정부의
식보건 및 권리, 이

GTP II 수렴)

주민ㆍ난민 지원

∙ 과학ㆍ기술‧혁신 및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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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계속

구분

한국

미국(USAID)

네덜란드

세계은행

CPS 2016-2020

CDCS 2019-2024

2019-2022

CPF FY18-FY22

∙ 재해관리 강화
∙ 취약계층의 쇼크 대
∙ 물관리 및 보건위생
중점

∙ 지역개발

분야

∙ 교통ㆍ에너지
∙ 교육

응 복원력 강화

∙ 안보ㆍ법치

∙ 민간주도 성장 추구 ∙ 민간부문 개발
∙ 여성ㆍ소녀 대상, 기 ∙ 식량ㆍ영양 안보
초서비스 전달 개선 ∙ 성ㆍ생식보건 및 권
및 지속화

리, HIV/AIDS

∙ 특별분야: 시민 거버

∙ 생산성 증대를 통해
구조적ㆍ경제적 변화
추구
∙ 복원력과 포용성 구축
∙ 신뢰할 수 있는 제도ㆍ
기구 구축과 부패방지

넌스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b); USAID(2017),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Ethiop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9), “The Netherlands and Ethiopia”; World Bank Group(2017),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or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for the period
FY18-FY22” 토대로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개발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원분야 및 지원방안에 비추어
지원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틀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성을 갖추도록 개선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CPS는 주요 이행부처인 KOICA와 EDCF 이외에도 개
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다양한 부처의 지침으로서 기능하므로 성과틀 역시 실
무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성과지표 또는 성과지표 목록, 연관 SDGs 지표 등
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성과지표 목록은 실무 담당자
가 사업 발굴 및 실행 시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지표들을 포함하고, 수원국
SDGs 달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정도를 파악 가능하도록 SDGs 성과지표
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CPS 결과틀 상의 성과지표는 단기적 성과에 대한
산출물(output) 지표 외에 국별 사업 추진에 따른 중장기 성과를 파악할 수 있
도록 성과(outcome)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동시에 CPS 결과틀이 실질적으
로 유효한 성과관리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 연도별 이행계획(rolling plan)을
CPS 부록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연도별 이행계획에는 분야별 대규모 예
산이 투입된 이른바 대표사업의 성과 목표와 지표, 기초선 등을 포함, 전략의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ODA 통합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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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인데, 개별 사업 단위의 성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
한 후 이를 국가 단위로 모아 국별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연도별 이행계획은
수원국 정치 변동 등 수원여건 변화, 자연재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반
영하는 등 유동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앞서 검토한 공여국은 모두 수원국에 대한 심층 분석에 근거하여 지원목표
를 설정하고, 주요 지원방향과 기대성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USAID는 각 지원분야의 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지표(Standard
Foreign Assistance Indicators)를 별도로 제시한다.102) 세계은행은 매우 상
세한 성과 매트릭스를 각 CPF 부록으로 제시하고,103) 지원목표와 중점 지원분
야, 각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및 부수적 지표, 그밖에도 진행 중이
거나 진행 예정 사업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지원목표와
지원분야를 공개하는 네덜란드의 경우,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지는 않았
으나 각 지원분야와 밀접한 SDGs 목표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CPS 역시 우
리나라 지원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 설정이 시급하다.

3. 분야별 전략104) 및 정책
가. 다자협력 추진전략
1) 수립 경과
2016년 2월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다자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하
102) US Department of State. Standard Foreign Assistance Indicators 홈페이지, https://2009-2017.
state.gov/f/indicators//index.htm(검색일: 2020. 11. 2).
103) 대에티오피아 협력전략의 경우 23페이지에 달하는 성과 매트릭스가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다
(World Bank Group(2017),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or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for the period FY18-FY22”).
104) 본 연구에서는 전 정부 차원의 ‘전략’이라는 명칭을 가진 다자협력 추진전략과 취약국 지원전략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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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늘어
나면서 점차 다자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15년 9월 UN을 중
심으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지자 한국정부는 다자협력을 통해 주요 국제개발
의제 및 규범 설정에 참여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
한 종합전략을 마련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각 부처 중심으로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면서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나, 동시에 효과성
측면에서의 평가도 필요한 상황이었다.105) 이에 따라 동 전략문서에서는 국제
사회의 다자협력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자협력전략(Multilateral Cooperation Strategy)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106)

글상자 3-2. 다자 ODA에 대한 OECD 동료검토 결과
한국의 다자 ODA 배분은 다자협력전략이 제시하는 모범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자원조 예산이 대부분 다자개발은행에 지원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한국이 설정한 우선순위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5대 UN 기구를 통해 집중 지원되고 있다. OECD 동료검토는 향후 한국의 ODA 확
대에 대비하여 한국의 개발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원 채널에 대해 고민해 볼 필
요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자료: OECD(2018), p. 53.

이 전략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과 ｢DAC 동료검토(Peer
Review)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다자기구와의 개발협력 전략(2016~20)으로,
다자협력의 목표와 원칙, 정책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다자협력의 3대
목표는 △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달성에 기여 △ 다자기구 역량 강화를 통한

105) 관계부처 합동(2016a), p. 43.
106)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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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효과성 제고 △ 우리나라 역할 증대 및 영향력 확대이다. 특히 다자전략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원칙(principle)을 공유한다. 첫째, 국제개발
협력 통합적 추진 원칙이다. 이를 위해 다자협력은 양자협력과 시너지 효과 창
출을 강조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의 내실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확대된 재원
을 효과적으로 다자협력에 사용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을 지원해야 한
다. 셋째, 국제개발협력의 참여 확대 원칙이다. 다자협력은 함께하는 ODA를
통해 국제적 위기 방지 및 해소에 기여하고, 이해관계자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야 한다.107)
다자협력 추진전략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은 다음의 일곱 가지 항목으로 구성
된다: ① 중점협력기구 선정 ② 양자협력 보완 ③ 성과관리 강화 ④ 다자기구
지원확대 ⑤ 신탁기금 관리 강화 ⑥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⑦ 분담금 납부체
계 개선. 다음 절에서는 이상의 일곱 가지 정책방향을 앞서 제시한 다자원칙에
따라 크게 △ 양자 및 타부처 사업과의 보완성 강화 △ 재원확대와 중점지원기
구 △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한다. 평
가를 위해 다자지원실적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량적 분석과 다자원조 담당부처
설문조사108)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성적 분석을 병행한다.

2) 이행성과
가) 다자협력과 양자협력의 시너지 제고 및 보완
다자전략은 다자성 양자를 활용한 다자기구와의 협력 시 양자원조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한다.109) 중남미, 아프리카 등 상
대적으로 우리 양자원조 비중이 낮은 지역을 다자협력으로 추진하고, 특히 개
발성과 제고를 위해 수원국 2030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명
107) 관계부처 합동(2016a), p. 56.
108) 정지원 외(2019c), 비공개 용역보고서.
109) 관계부처 합동(2016a),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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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다.110) 또한 다자기구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별 국가 중
심의 양자 지원이 어려운 취약국과 분쟁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권고하
고 있다.111)
다자전략 수립 이후 지난 3년간의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다자성 양자원조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많이 지원되었고, 그다음으로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 동아시아, 중남미 지역 순으로 지원되었다(그림 3-4
참고). 즉 양자원조의 보완 측면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지만 중남
미 지역 다자협력은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협력 대상 분야를 살펴보면,112) 인도적 지원 분야는 2016~18년 누적
2억 2,0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총 지원액의 33%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보
건(1억 달러) 분야 15%, 교육(8,000만 달러) 12%, 기타 다부문(6,000만 달러)
분야 10% 순으로 지원규모가 컸다. 즉 분야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다자전략
수립 이후 한국의 다자원조는 취약국 및 분쟁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교육,
보건 등 기초 사회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 우리나라 지정기여의 지역ㆍ분야별 배분(2016~18년)
(단위: 백만 달러)

주: 2018년 실질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 Stats, Members' total use of the multilateral system(검색일: 2020. 7. 15) 바탕으로 저자 작성.

110) 위의 자료, p. 59.
111) 위의 자료, p. 59.
112) 다자성 양자원조의 지원분야를 나타냄. 순수 다자원조는 분야를 특정하지 않음(sectors not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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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지역이나 분야를 선정할 수 있는 다자성 양자원조 사업에는 UN 기
구 사업에 대한 분담금 및 한국 직원 파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UN 기구에
대한 지원은 분쟁, 전염병 발생, 쓰나미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성격의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표적인 다자성 양자사업으로는 WFP의
인도주의적 식량지원 프로그램, ASEAN-ROK 협력기금, Korea-UNDP
SDG 신탁기금 등이 있다(표 3-7 참고).

표 3-7. 우리나라의 다자성 양자원조 주요 사업

구분

세계은행
그룹

기구

주요 사업

WB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

IBRD
WB

지역개발
은행

ADB
WFP
UNICEF
UNDP
UNHCR

유엔 기구

WHO
UNESCO

Women Entrepreneurs Finance Initiative(We-Fi)
Trust Fund
Korea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Value Chai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High
Level Technology in Agriculture
Humanitarian Food Assistance program 등(33개국)
Programme for Safe and Quality Development of
the Children 등(30개국)
Korea-UNDP SDG Trust Fund 등(17개국)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Afghan
Refugee Girls in Iran 등(24개국)
International Infectious Disease Control Dues 등
(17개국)
Better Life for Out-of-School Girls to Fight Against
Poverty and Injustice in the Philippines 등(19개국)

2016~18 총액
(백만 달러)
5.0
2.7
2.4
0.5
140.0
98.1
72.2
55.0
51.0
36.3

Strengthening health systems to reduce maternal
UNFPA

mortality and morbidity in Simiyu Region, United

29.9

Republic of Tanzania 등(11개국)
ASEAN
기타

AFoCO
IVI

ASEAN-ROK Cooperation Fund 외

45.7

AFoCO Regional and Landmark Programme 외

11.8

Research Investment for Global Health Technology
(RIGHT) 외

7.4

주: 2018년 실질가격, 총지출 기준.
자료: OECD Stats. Members' total use of the multilateral system(검색일: 2020. 7. 15)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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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협력에 참여하는 주요 정부부처에113) 대해 다자협력 추진 시 양자협력
과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하는지 묻는 설문에서 응답기관의 64%는 아주 많이 고
려한다고 응답했고, 32%는 어느 정도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114) 다만 시행
계획서상 양자사업과 다자사업 간의 연계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각 부처가
ODA 시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고려하는 유무상 연계 체크리스트는 예비사업
정보를 입력 및 공유하고, 연계 가능한 사업들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시행계획 기준 실제로 체크리스트를 모두 고려하여 다자성
양자사업을 제안하거나, 타 부처가 수행하는 동일지역 유사사업에 대한 연계
가능성을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앞의 설문조사에서 다자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들은 SDGs 연관성 및 기
여도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에 달했고, ‘아주 많이 고려한다’
는 응답이 56%로, 기타 다자협력 추진원칙에 비해 중요도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처별 다자 및 다자성 양자 ODA 시행계획서상
사업별 SDGs 해당 목표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중요성에 대
한 인식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다자사업이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와 정책 연관성을 보였다.

나) 중점협력기구 선정 및 지원확대
다자협력 추진전략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 및 UN 기구 내에서의 예산배분을
고려하여 UN 중점협력기구를 선정하고, 국제금융기구 중 세계은행을 중심으
로 지원하되 각 지역개발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115) 이에
따라 UNDP, WFP, UNICEF, WHO, UNHCR이 5대 유엔 중점협력 대상기구
로 선정되었으며, 각 기구별 전문 분야를 지원하도록 계획하였다. 기구별 전문
113)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재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
산부, 조달청, 산림청, 기상청, 식약처, KOICA.
114) 정지원 외(2019c).
115) 관계부처 합동(2016a),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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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① 빈곤퇴치, 농촌개발, 거버넌스(UNDP) ② 식량안보, 농촌개발(WFP)
③ 아동교육, 보건(UNICEF) ④ 보건(WHO) ⑤ 인도적 지원, 난민(UNHCR)이
다. 국제금융기구 중에는 WB 외에도 AIIB, ADB, AfDB, IDB, EBRD가 주요
지역개발은행으로 포함된다.
선정된 중점기구에 대한 지원비중은 전체 다자협력116) 대비 2016~18년 평
균 74% 정도를 유지해오고 있다. 지역개발은행이 전체 다자협력의 34%, 세계
은행그룹이 22%를 차지하고, UN 5대 기구는 WFP 5%, UNICEF 4%, UNDP
4%, WHO 3%, UNHCR 2%를 차지한다. 한국이 지원하고 있는 UN 기구 수는
대략 47개이며, UN 기구 중 5대 기구에 대한 지원 비중은 2016~18년 누적
52%를 기록하였다. 5대 UN 중점협력 대상기구 이외에 지원규모가 큰 기구는
UNDPKO117)와 UNESCO이다.

표 3-8. 한국의 중점협력기구 지원비중 추이(2011~20년)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2018 2019

2020*

UN 5대 기구

12

19

23

19

22

15

19

22

4

5

WB, RDB

58

56

51

51

49

61

55

52

52

61

중점기구 지원비중

70

74

74

70

71

75

74

74

56

66

주: 총지출, 실질가격(constant price) 기준.
* 2019~20년은 예산 확정액 기준이며, 다자성 양자를 제외한 순수 다자원조만 고려함. 실적과 예산은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자료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OECD Members’ total use of the multilateral system(검색일: 2020. 7. 15) 및 관계부처 합동(2019, 2020a),
2019~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점협력기구에 대한 다자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지역개발은행과 세계은행,
UNHCR, WHO, UNICEF, WFP는 연도별 등락은 있으나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지역개발은행의 경우 2016년 지원규모가 전년대비 세 배 이상 급등하
116) 다자협력은 순수 다자원조와 다자성 양자원조의 합계를 의미함.
117) UN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률은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등을 바탕으로 UN 총
회에서 결정함. 한국의 2019~21년 예산 분담률은 2.267%로, 2019년 예산기준 1억 4,000만 달러
를 납부함. 외교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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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2017년부터는 예년 대비 두 배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UNDP는 2012~13년 대비 현재 절반가량 감소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
이 특징적이다(그림 3-5 참고).
다자전략은 국제금융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UN 및 기타 기구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다.118) 전반적인 다자지원 규모는
2016년 급증한 것에 비해 2017년 다소 감소하였지만, 전략방향에 부합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3-5. 다자기구의 누적 지원 추이 및 중점협력기구 지원 비중(2011~18년)
(단위: 백만 달러)
1,200

100%
90%

1,000
70%

74%

74%

70%

71%

75%

74%

74%

80%
70%

800

60%
600

50%
40%

400

30%
20%

200

10%
0
RDB
WBG
WFP
UNICEF
UNDP
WHO
UNHCR
Others

2011
130
142
8
11
15
18
5
138

2012
153
188
7
8
71
21
7
159

2013
138
197
18
21
78
21
14
173

2014
129
200
26
28
31
26
15
195

2015
120
211
35
39
34
21
17
199

2016
390
204
41
30
32
23
17
239

2017
264
191
31
40
31
32
22
220

2018
274
213
68
44
35
32
25
246

중점기구 비중

70%

74%

74%

70%

71%

75%

74%

74%

0%

주: 총지출, 실질가격(constant price) 기준.
자료: OECD Members’ total use of the multilateral system(검색일: 2020. 7. 15)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다자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다자성 양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주관기관이 평가 결과를 최소
3년 주기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고, 외교부는 다자개발협력 분과위
118) 관계부처 합동(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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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부처간 협의 및 다자성 양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을 강화하도록 계획하였다.119) 또한 다자전략상 다자기구가 해당 기금에 대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약정서에 성과관리 방안을 명시하도록 요
구하였다.120)
순수 다자원조의 경우 다자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및 다자기구 자체
보고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체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ODA 예산의 투명성 및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121) 예를
들어 MOPAN(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및 영국ㆍ호주ㆍ스웨덴 등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다른 공여국들의 다자기구 평가
정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평가 결과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조정 등에 활용하고,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성과가 부진한 다자기구에 대한 기
여금은 단계적으로 축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122)
다자사업의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분담금 납부체계
개선을 위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2016년 중 UN 및 기타 기구 분담금에 대한 납
부체계 효율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다자기구에 대한 분담금ㆍ출연금 납부 이후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자기
구와 협력 시 다음 기준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2030 지
속가능개발 의제 연관성 및 기여도 △ 기존 한국의 양ㆍ다자 협력과의 상호 보완
성 △ 해당 기구 활동의 효과성 및 효율성.123)
그 결과 외교부는 『국제기구 분담금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
적 장치 마련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발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현황과 쟁
점을 파악하고, 단계별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124) 국제기구 분담금과
119)
120)
121)
122)
123)
124)

관계부처 합동(2016a), p. 60.
위의 자료, p. 60.
위의 자료, p. 58.
위의 자료, p. 58.
위의 자료, p. 58.
정헌주 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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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쟁점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① 조정 측면에서 분담금에 대
한 범정부적 접근이 미비한 점 ② 예산 측면에서 국제기구 분담금과 중장기적
국익 추구와의 연계를 위한 전략적 사고가 부재한 점 ③ 관리 측면에서 국제기
구 분담금에 비해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이 저조한 것이다. 이 연구는 국제
기구 분담금 관리체계를 다음의 세 단계로 개편할 것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비공식적 협의체 개설이다. 2단계는 MOU 체결 등을 통해 부처간 협의체를 제
도화하는 것이다. 3단계는 국익 차원에서 분담금 납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이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관리체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UN 및 기타 기구
에 대한 관리는 부처간 협의체가 제도화되어가는 2단계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동 보고서는 외교부가 우리 정부의 다자전략과 국제기구 재원배
분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활용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다자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선행 과제로 이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자원조에 대한 부처 설문조사 결과 성과점검 및 환류에 있어서 부처들은
성과점검 및 평가에 대한 약정서 명기, 자체적 평가 실시 등을 통해 효율적 사
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기적 평가와 환류는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125) 다자성 양자사업의 경우 부처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국조
실-주관기관 간 ‘상시협의(국장급)’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신탁기금 운영 및
평가 등에 있어 논의를 강화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유엔 및 기
타 기구 간 협력 또는 외교부-국제금융기구 간 협력 필요시 미리 정보를 공유
하고,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다. 외교부는 기존의 무상원조 분과협의
회(다자) 및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전체 회의의 전 단계로, 주관기관과 각
시행기관(관계부처) 간 1:1 협의 절차를 2018년 도입하여,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조정 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후보사업들에 대한 민간전문가
예비검토 절차를 시범 도입하여 학계, 연구기관, NGO 관계자 등 총 27명의 전
125) 정지원 외(2019c), 비공개 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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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로부터 각 후보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 검토에 반영하
고 있다.126) 다만 무상원조 협의회 내 다자개발협력 분과위원회의 활동과 역할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부처 심층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실제
로 주관기관 및 부처간 협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다자개발협력 분과위원
회),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정책조정의 실효성 자체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127)

3) 향후 과제
평가결과에 따라 도출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128) 첫째, 다자협력과 양
자협력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해서 다자 및 양자, 다자협력 범정부 전략과 부처별
다자협력전략 간 정책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SDGs 연계성 고려, 기존 국제
개발협력과의 상호보완성 강화, 해당 기구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고려할 수 있
도록 사전 검토항목을 강화하고 주관부처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양자협력을 보완하기 위해 부처별 전략방향에 따라 정책목표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로 주어진 미션에 따라 부처별 시행계획에 다자협력 관련
목표를 명기하거나, 다자협력 전략을 별도 수립하여 정책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개별 정부부처는 다자협력사업 추진 시 사업발굴단계에서 효과성과 효율
성을 고려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운용한다면 보완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체크리스트에는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의 보완성에 대한
검토, 양자협력에 비해 다자협력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더 있는지 여부 검토, 일
회성ㆍ전시성ㆍ중복성 사업 여부 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129)
둘째, 신탁기금 및 다자성 양자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해 다자협력 예산에 대
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다자협력을 위한 주관기관-부처 간 사전협의를 의무
126)
127)
128)
129)

외교부(2018. 5. 3).
정지원 외(2019c), 비공개 용역보고서.
정지원 외(2019c), pp. 96~97, 비공개 용역보고서.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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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필요가 있다. 사전심사는 사업 예산규모, 사업유형, 신규사업 여부 등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 기준을 달리하여 심사를 내실화해야 한다. 다자협
력 사업을 유형화하여 개발협력목표와 직접 연계되는 유형의 사업, 국익에 대한
고려가 가능한 유형, 국제기구와 관계형성이 필요한 유형 등으로 나누어 심사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심사 시에는 사업의 효과성, 수원국의 수요, 부처 비교
우위, 다른 원조정책과 상호보완성, 타 사업과 연계성,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
하도록 명시한다. 사전심사에 충분한 심사기간을 주고, 민간전문가도 참여하
도록 하여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 정부부처가
다자성 양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주관기관(외교부 및 기획재정부)과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다자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주관기
관-시행기관 다자협력분과위원회 등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
하고 시행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130)
셋째, 다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자성 양자사업 표준평
가방안을 수립하고, 정부부처의 다자협력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즉
다자성 양자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가 국제기구와 약정서에 성과관리 및 평
가 방안을 명기하도록 하고, 국제기구의 보고서 제출 절차, 사업현장점검 또는
평가 방식 등을 담은 표준적인 평가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자협력 예산 내 일정 비율을 평가예산으로 배정하여 평가에 참여
하는 것도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대내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위
원회 평가소위에서 다자협력에 대한 메타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품질과 환류방
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담당 부처의 다자협력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서 주관기관이 시행기관의 다자협력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방향
을 제시하고 사업 운영방식 및 성과관리 방안 안내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131)

130) 위의 자료.
131)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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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약국 지원전략
1) 수립 경과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은 2009년 1억 8,100만 달러에서 2017년 6억
4,30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절대 규모 측면에서는 DAC 회원국
중 12위 수준을 나타낸다.132) 2012년 동료검토는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전
략의 부재와 범정부 접근법(Whole of Government Approach) 미흡을 지적
하고 △ 취약국 지원전략 마련 △ 개발ㆍ국방ㆍ외교부 간 정책 및 프로그램 연
계 강화 △ 개발과 평화구축 활동의 시너지 추구 등을 제안하였다.133) 동료검
토는 또한 우리나라가 취약국에 제공하는 양자지원 중 양허성 차관 지원 비중
이 41%에 달함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한 지원도구 활용을 제언하였다.134)
이후 개최된 제16차 국개위에서는 2012년 동료검토의 제언사항 중 고채무
국 및 취약국에 대한 유상원조 활용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
며135) 이에 따라 국제 관련기준을 준용하는 『EDCF 사업의 취약국 지원 기준』
이 마련되었다.136)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취약국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년여의 시간이 지나 2017년 제29차 국개위에서 의결된 『취약국 지원전략』
은137)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합동으로 작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취약국 지원
전략으로서 의의가 있다. 이 전략은 그간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등에서 단편적
으로 다루어졌던 개도국의 취약성 대응 지원을 우리나라 정부부처간 협력을 통
해 일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 전략은 2030 지속가능개
발의제 달성의 주요 과제로 취약국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취약성에 기초한
132)
133)
134)
135)
136)
137)

권 율 외(2019), p. 132.
OECD DAC(2012), “Peer Review: Korea 2012,” p. 42.
Ibid., p. 58.
관계부처 합동(2013), p. 31.
관계부처 합동(2014b), p. 13.
관계부처 합동(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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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접근방식으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분쟁
및 취약국 지원에 대한 뉴딜” 참여, 2012년 DAC 동료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
고 취약국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배경을 제시하였다.138)
전략은 취약국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을 목표와 원칙, 세부목표로 구분하고
세부목표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전략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은
근본적인 취약성 해소를 통해 취약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포
괄 목표 아래, 국제 원칙ㆍ지침 존중, 파트너십 확대, 평화구축-인도적 지원-개
발원조 간 연계 강화를 원칙으로 제시한다.139)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
로는 △ 취약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 포용적인 지원 강화 △ 효과적 지원 수
단 동원을 제시하였다. 전략은 각 국가가 대면하는 취약성을 분쟁ㆍ폭력과 재
난, 제도 미비로 구분하고, 각 취약성 기준에 따라 중점 지원분야와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140)
포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소외 취약국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기초 제도ㆍ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확대, 환경사회영향 평가 등 원조
의 부수적 영향을 고려하고자 하는 계획을 담았다.141) 지원 수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사업방식을 활용하는 맞춤형 지원, 국제기구ㆍ
삼각협력ㆍ민간협력을 활용한 지원수단 동원을 제시하였다.142) 마지막으로
전략이 제시하는 목표 및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기재부와 외교부를 비롯하
여 모든 ODA 시행기관이 본 취약국 지원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
고 이행하도록 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143)

138)
139)
140)
141)
142)
143)

위의 자료, p. 1.
관계부처 합동(2017b), p. 4.
위의 자료, pp. 6~7.
위의 자료, p. 8.
위의 자료, p. 9.
위의 자료,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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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우리나라 취약국 전략의 취약성별 차별화 지원방안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7b), p. 6.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팬데믹이 취약국과 취약계
층에게 미치는 피해를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
다. 2020년 7월 개최된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021년 국제개발
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공개하였는데, 이 문서는 2021년 국제개발협력 활동
에서 ‘코로나19 대응 전략적 ODA 추진’을 핵심 축으로 제시하였다.144) 해당
전략은 코로나19가 보건취약성이 높은 개도국의 여성ㆍ아동ㆍ노인 등 취약계
층에 미치는 경제ㆍ사회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ODA 재원 확대
(3,797억 원, 전년대비 33.7% 증가), 인도적 지원 및 긴급차관 지원,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및 인력양성지원, 여성, 아동, 소수민족, 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사회 위기극복 지원을 강조하였다.

2) 공여국 사례145)
유럽과 미주 지역 공여국 대다수는 빈곤의 심화뿐만 아니라 테러 또는 폭력
144) 관계부처 합동(2020c), pp. 12~13. 해당 종합시행계획(안)은 아직 요구액 기준이며 국회 승인을 거
친 확정안은 추후 공개 예정이다.
145) 이 소절에서는 권 율 외(2019), 제3장을 토대로 각 공여국의 취약국 지원 전략 및 가이드라인을 요약
및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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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대규모 이주민의 유입, 국제무역 제한 등, 분쟁ㆍ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즉각적ㆍ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개발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추진에는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가 통합된 목표 및 계획을 통해 협력하는 범정
부적 접근법을 취하며, 이를 위한 전략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146)
독일은 절대 규모 기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취약국 지원 공여국으로
2004년부터 범부처 단위의 취약국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
다. 가장 최근인 2017년 발표된 ‘위기예방ㆍ분쟁ㆍ평화 구축에 대한 범부처 가
이드라인’은 분쟁취약성을 분쟁의 발전 및 심화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법을 강조한다. 문서에 따르면 분쟁의 첫 번째 단계인 잠재적
분쟁 단계에서는 분쟁 발생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며, 또다시 정부역량 취약, 치
안 불안, 독재국가로 구분하여 각각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식 및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로 언급된 폭력적 분쟁 단계에서는 분쟁의 해결과 안정
화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며 분쟁의 해결과 중장기적 안정을 주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분쟁 후 국가에 대해서는 평화 구축과 재건복구 및 개발을 목적으
로 하는 정부 및 지역사회별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147)
그밖에도 독일의 2017년 가이드라인은 전략을 활용한 사업의 이행에 개발
협력 기관뿐만 아니라 외무부와 국방부 등 다양한 부처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
조하였다. 즉 취약국 지원에는 ODA 차원의 협력 외에도 외교 노선을 활용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었다. 독일은
이처럼 취약국에 대한 범부처 합동의 지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독일개발협력
부와 외무부, 국방부, 행정부가 참여하는 협의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행기관 차원에서 취약국에서의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화분쟁분석
틀(PCA: Peace and Conflict Assessment Tool)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GIZ
와 KfW로 대표되는 독일 개발협력 시행기관은 PCA를 활용하여 개발협력사업
146) 권 율 외(2019), pp. 62~64.
147) Federal Government of Germany(2017), pp. 67-80; 권 율 외(2019), pp. 70~7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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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과정에서 분쟁ㆍ취약성ㆍ폭력 발생 가능성 및 현황을 분석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한다.148)
이와 같은 분쟁 단계별 구분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은 독일의 개발협력 활동
이 취약성 및 분쟁 발생의 근본적인 요인을 해소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분쟁
의 잠재적 위험 상태에서부터 분쟁, 그리고 분쟁 후 재건까지의 전 단계에서 개
발협력 및 기타 지원방식을 활용하도록 강조한다. 따라서 독일의 취약국 지원
접근 방식은 분쟁ㆍ취약성의 잠재적 위험을 가진 국가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동시에 분쟁취약국이 다시 분쟁취약 상태로 회귀하는 현상
또한 방지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149)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분쟁취약성으로 인한 즉각적ㆍ직접적 영향에서
지리적으로 다소 벗어나 있는 호주 또한 국가안보 수호와 취약국 지원이 밀접
함을 인식하고 있다. 유럽 및 미주 공여국의 취약국 지원이 폭력적 분쟁으로 인
한 국가안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호주는 사회ㆍ경제ㆍ환경 측면의 취
약성이 가져오는 장기적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 보다 집중한다. 이는 호주의 원
조정책 프레임워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취약국과 관련된 활동은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복원력 제고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은 수원국 제도의 안정과 투명성 제고에 집중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복원력 제
고 분야 또한 재난ㆍ재해 및 사회보호체계를 개선하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
를 통해 호주의 원조활동은 폭력적 분쟁 상황에 즉시 개입하는 것보다는 잠재
적인 취약성을 개선하여 협력국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50)
호주는 효과적인 거버넌스 추구를 위한 전략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행기구가
사업의 개발, 이행,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전략은 거버넌스의 부재를
148) 위의 자료.
149) 위의 자료.
150) DFAT Australia(2014), “Australian Aid: Promoting Prosperity, Reducing Poverty, Enhancing
Stability.”

제3장 주요 ODA 전략과 정책 이행성과 • 99

개도국 취약성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거버넌스를 △ 독립된 분야로
다루는 방식과 △ 범분야 성격으로 다양한 개발협력 활동에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한다.151) 한편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협력 접근방식은 별도의 정
책문서에서 다루고 있다. 이 정책문서는 극단주의ㆍ폭력 상황이 호주 개발협력
투자에 큰 위험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의 발생 동기를 다양
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추진활동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
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극단적 분쟁국 개발협력 활동 추진 시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은 △ ‘Do no harm’의 원칙에 충실할 것 △ 심도 있고 충
분한 현지 분석을 수행할 것 △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여 적합한 파트너와 협력
할 것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52)
이행기구 차원의 취약국 정책은 현재 외무부로 통합된 호주 원조청(AusAID)
이 2011년 공개한 분쟁취약국 지원 프레임워크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호주는 장기적 평화ㆍ안정 지원과 발전과 빈곤감소 기회 제공을 목표로
△ 국가 대응역량 구축 △ 폭력적인 갈등 예방 △ 지역사회 복원력 제고 활동을
추진한다. 2018년 이루어진 동료검토는 호주 정부가 취약성 대응에 새로운
정책을 구축 중임을 언급했으나, 2020년 8월 현재 신규 정책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153)

3) 개선과제
2017년 취약국 지원전략은 우리나라가 수립한 최초의 취약국 지원전략으로
서 국제적 규범의 범주에서 취약국이 가진 취약성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지원방
식을 제시하고 평화구축-인도적 지원-개발원조 간 연계와 기구ㆍ정부부처 간

151) DFAT Australia(2015), “Effective Governance Strategy for Australia’s aid investments.”
152) DFAT Australia(2017), “Development Approaches to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Policy Framework and Guidance Note.”
153) OECD DAC(2018b), “Peer Reviews: Australi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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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 정책과제를 현장으로 연
결하기 위한 계획, 즉 이행을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 시행기관별 전략 및
CPS와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불투명하다. 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외교부 합동으로 작성된 본 전략은 평화구축ㆍ유지-외교-개발협력의 세 축으
로 구분되어 국방ㆍ치안 및 법치ㆍ외교(개발협력)를 담당하는 부처가 함께 참
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공여국과는 대조적이다. 아프가니스
탄, 이라크 등 분쟁 취약성이 높은 개도국은 개발협력뿐만 아니라 외교ㆍ안보
차원에서의 함의가 크므로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협력국에 대해 개발협력에서
나아가 외교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글상자 3-3. 취약국 지원에 관한 OECD 동료평가 결과

OECD의 2018년도 동료검토는 지난 1차 동료검토 대비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확대 노력이
가시적으로 증가하였음에 주목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를 지적하였다. 즉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정책 간의 체계적 연계 미흡, 취약국에서 개발협력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체계
부족, 취약국의 상황 변동에 대응을 어렵게 하는 사업 절차, 현장 인력과 인적역량 미흡 등의 분야
에서 개선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자료: OECD DAC(2018c), “Peer Reviews: Korea 2018,” pp. 17-21.

취약국 전략이 수립된 이듬해인 2018년 이루어진 DAC 동료검토는 그간 이
루어진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확대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취약국 지원과
관련하여 다수 과제가 잔존함을 지적하였다. 동료검토 보고서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정책 간 체계적 연계 미흡,154) 취약국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체계 부족,155) 빈번한 취약국의 상황 변동에 대응이 어려운 사업 절차,156) 현
장 인력과 인적 역량157)과 같은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
154)
155)
156)
157)

OECD DAC(2018c), “Peer Reviews: Korea 2018,” pp. 19-20.
Ibid., p. 17.
Ibid., p. 20.
Ibid.,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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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우리 정부는 이후,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을 승인하고158) 2019년
7월에는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전략｣을 개정159)하는 등, 동료검토에서 권
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취약국 지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밖에도 2019년
11월부터 OECD 분쟁ㆍ취약 네트워크(INCAF) 작업반 공동의장 활동, 취약성
보고서 자문그룹 활동, SDG 16+ 포럼 참여 등 취약성 관련 국제 논의에도 참
여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야 취약국 지원을 위한 기재부ㆍ외교부
합동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취약국에 대한 절대적 지원규모 또한 DAC 회원국
중 12위 수준으로 정책 및 경험 측면에서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점으로 가지
고 있지는 않다. 이는 우리나라가 테러리즘이나 대규모 난민 유입, 범국경 범죄
등, 분쟁취약성의 직접 영향에서 지리적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
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의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60)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취
약국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달성을 위
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활동이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기되
는 취약국 지원을 위한 체계와 전략의 부재 또는 미흡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
리나라가 선진 공여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취약국 지원전략 수립에는 상호 밀접하게 연
계된 취약성 특징을 고려하여 기존의 취약국 분류 기준이 아닌, 취약성 발생 단
계에 따른 분류와 이에 부합하는 지원방안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 공여국 사례
에서 검토한 독일은 잠재적 취약국과 분쟁 진행 중 국가, 그리고 분쟁 후 재건
국가로 지원대상을 분류하여 접근한다. OECD가 취약성의 평가 기준으로 제
시하는 경제ㆍ환경ㆍ사회ㆍ정치ㆍ안보 측면의 취약성은 각각 단독으로 발생하
158) 관계부처 합동(2018).
159) △ 예산 확보 및 운용 방침 △ 중점 지원 분야 (취약계층 복원력 증진) △ HDP nexus를 포함한 국제
논의 반영 및 참여 △ 국제사회ㆍ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항목 중점 보완과 같은 활동이 포함되었다.
160) 권 율 외(2019), p.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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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특정 측면의 취약성이 다른 측면의 취약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다섯 가지 측면의 취약성은 우리나라가 취약성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분쟁ㆍ폭
력, 재난, 제도 미비 취약성에 각각 영향을 미치며, 분쟁ㆍ폭력 취약국과 재난
취약국, 제도 미비 취약국을 분리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즉 취약국에 대한 지원
은 발생한 취약성 형태(분쟁ㆍ폭력, 재난, 제도 미비)가 아닌 취약성 단계에 따
라 지원 방안과 수단을 달리함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과 같
이 잠재적 분쟁 취약성을 가진 국가에서는 양자협력 방식을 활용하고 폭력적인
분쟁 진행국 및 분쟁 후 재건 국가에 대한 지원은 다자채널을 활용하는 등, 지
원 방식과 도구를 달리하는 접근은 우리나라 취약국 지원전략 개선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독일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환경 측면에서 취약성을 지닌 국가에
대해 이들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양자 채널을 활용하고, 극단적인 폭
력 발생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략을 마련하고161) 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호주의 사례 또한 참고할 만하다.
한편 최근 글로벌 팬데믹 확산에 따라 개도국이 가진 보건취약성이 경제ㆍ사
회ㆍ안보에 미치는 다면적 영향에 주목하고 팬데믹 대응에 미비한 취약국과 취
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UN과 SDSN의 SDGs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은 특히 분쟁이나 자연재해를 경험한 취약
국에 많은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여성, 아동, 노인 등 빈곤층
의 빈곤심화뿐만 아니라 경제ㆍ사회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상기 보고서는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역설하
였다.162) 우리나라의 취약국 전략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개도국의 SDGs 달성
이 크게 위협받는 현 실태를 고려하여 수정될 필요가 있다. 국가 봉쇄, 경제활
동 단절로 대표되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농

161)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17), “Development
Approaches to Countering Violent Extremism.”
162) UN(2020), p. 24 재인용; 정지선, 유애라(202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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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소수민족, 국내 실향민, 아동, 여성 등의 대상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취약
국 전략에 보건취약성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예: 사회안전망 확대)과 전략적 방
향성이 제시된다면, 향후 유사한 팬데믹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
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전략에서 취약계
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경제사회위기 대응역량 지원 등의 계획이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며, 향후 국가ㆍ지역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기관,
민간주체 등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163)

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1) 현황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 주류화 또는 통합적 고려를 위한 지침의
필요성은 2012년 OECD DAC의 동료검토에서도 제안된 사항이나164) 아직까
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범정부 차원의 정책ㆍ지침은 부재하다. 한편 국제개발협
력 활동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주류화 전략, 중기전략, 세이프가드 등 ODA 사
업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OICA는 2012년부
터 KOICA 환경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
화를 포함, 환경적 고려를 제고하며,165) 2017년에 공개된 KOICA 분야별 중
기전략 2016~20은 10대 전략분야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전략목표
와 지표를 제시하였다.166)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EDCF 또한 2016년부터 세이
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사회영향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환경사
회위험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한다.167)
163)
164)
165)
166)
167)

정지선, 유애라(2020), p. 20.
OECD DAC(2012), “Peer Reviews: Korea 2012,” p. 34.
KOICA(2012).
KOICA(2017).
조정화(2018),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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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4. 기후변화 고려에 관한 OECD 동료평가 결과
2012년에 이루어진 OECD의 동료검토는 우리나라가 5개년 녹색성장계획과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환경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개발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개발협력 기관 차원에서도 세이프가드와 주류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아직까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동시에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환경기구 및 시민사회의 요구가
존재함을 또한 인정하면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한 계획과 지침을 개발협력 전략체계에 포함’
하도록 하는 제언을 제시하였다.
자료: OECD DAC(2018c), “Peer Reviews: Korea 2018,” pp. 17-2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차원에서도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주류화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2017년 국개위 평가소위원회 평가로 수행된
‘ODA 사업의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가 이와 같은 사례이다. 2017년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는 OECD DAC의 리우마커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ODA의 기후변
화 주류화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과제로 △ 기후변화 관련 통계 지침(리우
마커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실적 확대 △ 기후위험 평가제도(체크리스트) 도입
△ ODA 기본계획ㆍ시행계획상 기후변화 대응 지침 및 전략 마련을 제시하였
다.168) 그 결과 ODA 사업에서 기후변화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
트가 도입되었으며 2020년 종합시행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ODA 기반
강화가 세부 추진과제로 포함되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2) 공여국 사례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보다는 범분야 성격으로 인식하고, 기후변
화를 개발협력 활동에 ‘주류화’ 또는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선진 공여국은 개발협력 활동에 기후변화를 완전히 주류화하거나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정책 또는 도구를 마련하여 활용하는 방식을 추진하
168) 관계부처 합동(2017a),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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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 추진 현황을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9.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
구분

독일
협상ㆍ재원 조성 등

정책ㆍ

기후변화 대응에

전략

적극적
별도의 전략 미수립

프랑스
기후와 개발 전략

기후변화 전략

2017~2022

2012~2018

(2017년 발표)

(2012년 발표)

∙ [필수] 탄소발자국
∙ [필수] 국제기구(GCF)

미국

측정 도구

활용

기준의 세이프가드/ ∙ 사업 개발단계에서

도구

체크리스트를 수립ㆍ

대략적인 탄소발자국

활용

측정, 사업 승인 단계
에서 정밀 측정을 실시

네덜란드
범정부 차원의
국제협력 전략에서
기후변화를 범분야
주제로 포함

∙ [필수] 기후위험관리
체계(CRM) 수립ㆍ
활용
∙ 국가ㆍ지역별 기후
영향ㆍ취약성 보고서

∙ 기후변화 대응 관련
변화이론(ToC)

(76개국, 3개 지역)
∙ 선행사례 공유 플랫폼

자료: 정지원 외(2019), pp. 76~78; AFD(2017); USAID(2012); USAID(2015a); Government of Netherlands(2018)
토대로 저자 작성.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 주류화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공여국은 독일과
프랑스를 꼽을 수 있다. 먼저 독일은 UN 기후변화 협약과 G20 등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기후변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독일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도 두드러진다. 독일은 2018년 80억 달러 이상
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활동에 제공하였다.169) 이는 해당연
도 독일 국제개발협력 전체 활동의 32%에 해당하며, OECD DAC 공여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독일의 기후주류화 경향은 앞서 2015년
이루어진 독일 동료검토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보고서는 독일의
개발협력 활동이 기후변화 대응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반적인 활동에서 기후변
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170) 이러한 주류화는 GIZ가 주도하는 무상
169) OECD Stats, Database(검색일: 2020. 7. 27).
170) OECD DAC(2015),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Germany 2015,”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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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뿐만 아니라 KfW가 추진하는 유상원조 활동에서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져
2014년 KfW 신규 사업의 절반 이상이 기후와 환경과 관련된 지원활동인 것으
로 나타났다. 동료검토가 이루어진 2015년 이전부터 오랜 시간 개발협력 활동
에서 주류화를 추구해온 독일은 기후주류화와 관련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행기구 담당자들은 개발협력 활동 추진에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당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을 사업
의 발굴ㆍ계획 단계에서부터 파악하여 위험을 경감 또는 해소하기 위한 요소를
포함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171)
프랑스는 2015년 12월, 2020년부터 국제 기후변화 대응에 기틀이 되는 파
리협약의 도출을 이끌어내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여 2017년 12월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구인 AFD
가 발표한 신규 전략은 향후 AFD의 모든 개발협력 활동을 파리협약의 방향성
과 일치하도록 추진한다는 기후 주류화 계획을 제시하였다.172) ‘기후와 개발
전략 2017~22’로 명명된 이 전략은 서두에서 기후변화가 빈곤 감소와 사회의
안정에 가하는 지대한 위협을 강조하며, 프랑스 정부의 정책에 따라173) AFD
를 세계 최초의 파리협정 이행 및 지구 온난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은행
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담았다.174) 이 전략은 네 개의 공약을 제시하
고 있는데, △ 모든 개발협력 활동을 저탄소ㆍ기후복원적 방식으로 추진하며
개도국의 저탄소ㆍ기후복원 개발방안 구축을 지원 △ 기후재원 확대 △ 기후
친화적 재원 조성과 투자 유도 △ 기후변화 대응 솔루션 도출 협력 및 국제 표
준 준수 유도가 이에 해당한다.175)
미국은 국제 개발협력 활동의 기후변화 전략176)과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를
171) 정지원 외(2019a), p. 133.
172) AFD(2017), “Climate & Development Strategy 2017-2022.”
173) 프랑스 정부는 2017년 7월 기후계획(Climate Plan)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파리협약의 이행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174) AFD(2017), p. 6.
175) Ibid., pp.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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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침177)을 마련하고 개발협력 활동에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해 체계
적인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2012년 발표된 기후변화 전략은 협력 대상국의 기
후변화 복원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발전 지원을 위해 ① 청정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투자, 즉 저탄소 개발 지원 ② 인적ㆍ물리적 적응 역량 강화
③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를 전략목표로 제시하였으며,178) 2015년 공개된
기후변화 통합 고려 지침은 이를 위해 ① 도구와 자료 확대 ② 기후변화 인식도
제고 ③ 리더십과 전략적 지원 확대 ④ 범분야적 접근 확대를 제언하였다.179)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15년에는 운영지침180)이 마련되어 모든 국가 및 지역
전략과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리스크 관리(CRM: Climate Risk Management)
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는 2017년
6월 미국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일례로
2017년 작성된 USAID의 에티오피아 국가개발협력전략(CDCS)에는 전략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는 보고서가 부록으로 포함되었다. 그밖에도 2015년
기후변화 통합 고려 지침에서 제시된 제안 중 자료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각 국
가 및 지역별 기후위험을 사전에 평가하여 기후위험ㆍ영향 평가 보고서가 작성
되었으며,181) 이를 국별 협력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는 기후변화를 국제협력 정책에서 범분야 이슈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변화이론을 작성하여 개발협력 활동에 활용한다.182) 네덜란드의 기후변화
176)
177)
178)
179)
180)

USAID(2012), “USAID Climate Change Strategy 2012-2018.”
USAID(2015a), “Integrating Climate Change into USAID Activities.”
USAID(2012), “USAID Climate Change Strategy 2012-2018,” p. 22.
USAID(2015a), “Integrating Climate Change into USAID Activities,” pp. 3-4.
USAID(2015b), “Climate Change in USAID Country/Regional Strategies,” A Mandatory
Reference for ADS Chapter 201. Revised April 2017; Climate Risk Management for
USAID Projects and Activities. A Mandatory Reference for ADS Chapter 201 (Partial Revision).

Revised April 2017.
181) 각 국가 및 지역별 기후위험ㆍ영향 평가 보고서는 별도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climatelinks.org)에
취합 및 공개되어 있다.
182) 기후변화 외에도 인도적 지원, 이주, 민간부문개발 등 네덜란드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시하는
주제에 대해 각각 변화이론을 작성하여 공개한다(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홈페이지,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ontwikkelingssamenwerking/documenten/
publicaties/2018/11/08/theory-of-change-ontwikkelingssamenwerking(검색일: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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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이론은 ① 재생에너지 접근성과 저탄소 개발 확대 ② 산림전용 감소 및 지
속가능한 토지이용 ③ 물과 식량 안보 개선 ④ 다자 기후협상에 기여하여 국제
기후행동 강화 ⑤ 국제사회의 대개도국 기후변화 지원 재원 조성 기여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각 목표별 보다 세부적인 지원목표와 지원근거, 접근방식을
공개하였다.183) 각 정책목표와 세부 지원목표 및 접근방식은 [표 3-10]과 같다.
네덜란드의 기후변화 변화이론은 앞에서 검토한 공여국과 비교할 때, 특정한
도구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원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네덜란드 정부의 개
발협력 기본 정책에서 범분야 이슈로 제시한 기후변화를 실제 활동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파리협정의 이행과 이
에 기여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문서화한 점이 눈에 띈다.

표 3-10. 네덜란드의 기후변화 변화이론
정책목표 1 재생에너지 접근성과 저탄소 개발 확대
지원목표

2030년까지 개도국 인구 5,000만 명에게 신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보
- 빈곤층, 여성 등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전기 및 요리 용도) 제고에 투자, 예) 탄소배출
저감, 포용성, 빈곤감소 활동 결합

접근방식

- 개도국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예) WB, UN, EU 등과 협력
- 개도국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해 민간과 협력 및 개도국 신흥 분야에 네덜란드
혁신기업 및 투자 지원
- 기후ㆍ에너지ㆍ개발의 연관성에 지식 확대

정책목표 2 산림전용 감소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지원목표

포용적이고 산림전용 없는 무역 가치사슬 추구, 중요 산림지역의 보존 및 복구 지원
- 탄소보존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산림지역(이탄지, 열대우림, 습지) 보호 및 재건에 투자
- 적절한 체계 마련으로 산림 관련 민관 거버넌스 강화: △ 효과적인 정책 및 법제도

접근방식

구축(공간계획, 토지소유권, 모니터링 등) △ 모든 이해당사자(지역사회, 정부, 민간)가 참
여하는 통합적, 다자간 접근법 추구
- (여성, 청년, 원주민 등) 지역사회와 소농 생활여건 개선: 토지이용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함으로써 벌목 방지

183) Government of Netherlands(2018), “Theory of Change – Climate (in Du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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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계속
정책목표 3 물과 식량안보 개선
지원목표

물, 식량안보 분야 TOC에 기반하여 활동 추구

접근방식

물과 식량안보의 밀접성과 이것이 기후목표에 기여하는 측면 고려

정책목표 4 다자 기후협상에 기여하여 국제 기후행동 강화
지원목표

파리협정의 이행
- EZK 등 다수 부처와 협력하여 기후 협상, 나아가 프로그램과 보고 방식 등에 적극적

접근방식

으로 참여
- 외교 및 재정 수단을 동원하여 NDC의 국가개발계획 통합 지원: 기후와 개발계획의
개선으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감축 및 적응) 가능

정책목표 5 국제사회의 대개도국 기후변화 지원 재원 조성 기여
지원목표

- 점진적으로 기후재원을 확대하여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2020년 이후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에 적절히 기여
- Dutch Fund for Climate and Development 등을 활용하여 기후재원 확대
- 다년 국별 전략에 기후를 통합하여 모든 개발협력 포트폴리오가 기후변화 대응에 부
합하도록 추구, 모든 관계자에게 기후변화 관련 지식 및 연수 제공

접근방식

- 혁신적 재정도구(MoMo, Innovation Lab)를 지원하여 민간 기후재원 확대
- 다자기구 참여 확대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성 제고
- OECD, UNFCCC, EU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후재원의 정의에 국제적 합의 도출
- 기후재원 정보의 투명성 확대에 기여(보고체계, 방법론 등)
- 국제 기후기금 이사회에서 여성을 포함하여 빈곤 및 취약계층의 이익 대변

자료: Government of Netherlands(2018), “Theory of Change – Climate(in Dutch),” pp. 2-5.

3) 향후 과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은 주요 고위급 회담을 포함하여 지난 20여 년간 국제사회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과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지원(climate
flows)은 2013년 약 3,420억 달러에서 2018년 5,460억 달러로 증가하였
다.184) 더불어 다수의 양자 공여국 및 다자기구는 전략ㆍ정책 및 도구를 개발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개발협력 활동에 주류화 또는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184) Buchner et al.(2019),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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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
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전략 또는 모든 개발협력 참여 당사자가 활용 가능한
도구는 부재하며 사업 기획 및 이행 담당자들의 인식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개발협력 활동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기후변화 주류화 또는 통합적 고
려를 강조해 온 그간의 연구는 개발협력 활동에서의 기후 주류화 필요성 인식
제고, 리더십을 토대로 하는 정책ㆍ전략ㆍ방향성 마련, 실행을 위한 도구 개발,
특정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및 유망 분야, 협력 유형과 성과관리 방안
의 설정 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설하여 왔
다.185) 본 연구에서는 기후 통합적 개발협력 활동 추진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던 내용을 정책과 사업 이행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정
책ㆍ전략 또는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
회 공통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
어야 한다. 2020년 종합시행계획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ODA 기반 강화’
가 세부 추진과제로 포함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서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 위험 및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또는 기후변화
통합 전략과 행동계획 마련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기후변화가 그간 국제
개발협력 지원의 성과를 역행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대응이 독일의 사례와 같이 우
리나라 개발협력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정부 차원
의 방향성이 제시되어 우리나라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
려하도록 하는 방식이 보다 시급하다. 기후변화 대응 인식이 아직까지 미흡한
185) 정지원 외(2017a, 2017b,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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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향성의 마련에는 미국과 같은 이행기
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거나 네덜란드와 같은 변화이론을 탐색하는 방식을 검
토할 수 있다. 미국 USAID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구속력은 강하나 그 구속력
이 기관 내에 머문다는 단점을 지니며, 네덜란드의 방식은 구속력은 상대적으
로 약하나 범정부 차원의 지침을 제시한다는 특징에 본 연구는 유의하였다.
다음으로는 이행기관에서 기후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전략 및 사업수행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물적ㆍ인적 차원을 개도
국의 기후위험 및 영향 평가에 투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다양한 개발협력
참여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접근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여
기에는 앞서 언급한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인식제고가 선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행기관 차원에서 상기 전략수립 및 사업 이행 시 해당국의 기
후변화 위험 및 영향을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일부 이행기관은 기후위험 체크리스트 또는 환경 세이프가드 등을 개발하여 사
업의 발굴 및 이행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도구의 실효성은 아직까지 검토
된 바가 없다. 2019년 말 발생한 글로벌 팬데믹으로 국제사회는 그간의 행보를
돌이켜보며,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글로벌 팬데믹과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이자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개발협력 활동
에서 기후변화를 보다 적절히 고려하기 위한 도구를 보다 정교히 개발하고 이
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물리적ㆍ재정적 노력이 크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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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ODA 성과관리: 현황과
과제

1. 법·제도적 프레임워크
2.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현황
3. 개선과제

이 장에서는 ODA의 효과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 지
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체계를 평가한다. 관련 법과 제도는 잘 마련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성과관리의 품질과 결과의 환류 측면의 개선과제
가 여전히 남아 있다. 성과관리 전반의 질적 향상은 향후 10년 우리나라 ODA
효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를 별도의 장으로 다
룬다.

1. 법ㆍ제도적 프레임워크
한국 ODA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DAC 가입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갖춰졌다. 2010년 DAC 가입을 앞두고 한국이 2008년 수검한 특별 동료검토
(Special Peer Review)186)에서는 성과관리 관련,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KOICA와 EDCF로 양분이 아닌 유무상 통합 평가체제 구축이 권고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2009년 5월 제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ODA 통합
평가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2010년 7월 통합평가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평가소위원회에서는 ODA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한 지침을 마련
하여 ODA 사업을 시행하는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매년 부처와 기관이 제출한 평가계획과 결과를 검토 및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187)
통합평가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에서는 평가소위의 역할에 대해 평가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심의 외에 ‘소위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ODA 사업수
186) OECD DAC(2008), pp. 21-22. 동료검토(Peer Review)란 DAC 사무국과 동료 회원국이 실사단
을 구성하여 대상 회원국의 ODA 정책과 제도, 체제 및 예산배분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동료검토의
결과로 도출되는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사성향 그룹(like-minded group)으로서
DAC 회원국이 상호 학습 및 압박(peer pressure)을 주는 수단으로 ODA/GNI 목표치 달성과 같은
양적확대, 주로 구속성 원조, 최빈개도국 및 취약국에 대한 지원, 인도적 지원, 지역별/분야별 배분
등 원조정책과 이행에 대한 제언을 포함한다.
187) 정지선, 오태현(2013),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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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관은 기관차원의 성과관리를 위해 자체 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평가, 기관정책 및 전략, 사업유형 및 주제, 분야, 국별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를 ‘자체평가’라고 규정한다. 소위평가는 여러 기관의 사업과 정책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 및 전략평가,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 차
원 전략과 종합적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여러 기관이 실시한 사업
을 형태별, 분야별, 주제별로 묶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국별평가의
경우, KOICA나 EDCF가 기관 차원의 지원사업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자체평가에 해당하고, 24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의 이
행 현황과 다양한 부처/기관의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는 소위평가에 해당한다.
[표 4-1]은 소위평가와 자체평가의 주체, 평가대상 및 수행방법을 간략히 구분
하여 나타낸 것이다.188)

표 4-1. 국제개발협력사업 통합평가체계 내 소위평가, 자체평가 개요
평가구분

평가주체

평가대상

수행

∙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평가
평
가
소위평가

평가소위

∙ 국별(중점협력국)ㆍ분야별ㆍ주제별ㆍ형태별
ㆍ기관ㆍ다자협력사업 평가
∙ ODA 기본계획상 중점과제 추진성과 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공동평가

∙ 기타 평가소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평가

(국무조정실)

∙ 사업수행기관 연간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심
의

심의
∙ 사업수행기관 연간 평가결과에 따른 반영
계획 및 반영계획 이행 점검

협조기관이
사업수행기관 평가계획
및 결과 종합

∙ 기관별 정책 및 전략, 국별, 분야별, 주제별,
형태별 평가
자체평가 사업수행기관 ∙ 개별 프로그램/프로젝트 평가
∙ 기관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공동평가

∙ 다자협력사업평가
자료: 국무조정실(2018b), p. 6.

188) 국무조정실(2018b),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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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성과관리의 법적 근거는 2010년 1월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다. 법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평가지침
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
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
지침 및 결과보고의 기능은 제시되어 있으나, ODA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 및
기관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189)
2012년 기준 총 28개 시행기관 중 KOICA, EDCF 이외에 교육부(당시 교과부),
농축산식품부, 산림청 3개 부처만이 당해 연도 평가를 실시하였다.190) ODA
예산이 증가하면서 ODA 시행기관은 증가하였지만, 평가를 실시한 기관은 전
체의 10%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2013년 개정
된 기본법에는 ODA 시행부처 및 기관에 대해 평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를 의
무화하는 조항이 추가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2013년 개정안은 “각 시행
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
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새롭게 포함한다. 즉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제출
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면서 ODA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부처, 공공기관은 매년
자체평가 대상사업 및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언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계획
을 평가소위원회를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의무 제출하게 된다. 해당 계획
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및 환류과제 이행방안을 평가소위를
거쳐 다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 검토하게 된다. 법적 의무화는 과거
KOICA와 EDCF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ODA 평가가 ODA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부처와 기관에 확대 적용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한편, 최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평가소위의 역할과 기능 강화의 필요성
이 공감대를 얻으며, 2020년 5월 개정, 11월부터 시행된 ｢국제개발협력기본
18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16023호. 2020년 7월 기준 총 여섯 차례의 개정을 거친다.
190)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2), p. 22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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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평가 조항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표 4-2]을 보면 총 3개 조항이 일
부 보완되거나 추가되었다. 먼저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결과제출의 시기에 대
해 과거에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시기의 계획 제출 및 결과보고가
의무였다면, 개정 이후에는 초청연수, 봉사단 등과 같은 ‘소규모’ 기술협력 사
업에 대해서는 평가시기 조정이 가능하다(제16조 2항). 이는 초청연수, 봉사
단, 전문가 파견 등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개별 사업별 당해 연도 평가보다는 다
수의 사업을 프로그램 방식으로 평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유의미한 성과파악
및 교훈도출이 가능하도록 한 변화이다. 제16조 4항은 평가결과를 종합기본계
획, 종합시행계획의 심사 및 의결 시 고려하도록 하였는데, 기존 평가결과가 충
분히 활용, 환류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하에 도입된 추가 조항이다. 즉
ODA 전략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평가로부터 도출된 교훈이 반영될 수 있도
록 평가활용 및 환류, 전략 연계성 강화를 의도한다. 새롭게 추가된 6항은 시행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품질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이다.191)
2020년 개정된 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즉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의 평가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표 4-2]의 제13조
1항에 따라 외교부는 무상원조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에 대해 평가 기
능 수행이 가능하다. 사업 발굴/추진 및 평가를 위한 점검 및 지원 기능도 추가
되었다. 해당 조항의 추가로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해 어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지는 추이를 지켜볼 필
요가 있다.192)

19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17302호.
192)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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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평가조항 변화: 2020년 개정안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비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관련 조(제13조~16조)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

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평가한다.

동일

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② 각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

한다. 다만, 제1항의 평가지침으로 정하는

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기를 조

일부
보완

정할 수 있다.
③ 각 시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③ 시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실적 및 성과의 평가 시 외부전문가를 포

및 성과를 평가할 때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동일

함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5.>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

자체평가 결과를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추가
종합시행계획을 심사ㆍ의결할 때 고려하여
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
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
<신설 2014. 10. 15.>
⑤ 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
의 평가 결과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동일

보고하여야 한다.

2013. 7. 16., 2014. 10. 15.>
⑥ 위원회는 시행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체평
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

평가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에는 시행기관에 대하여 자체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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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계속
개정 전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평가 결과 공개의 대상ㆍ범
위 및 기준, 국회에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014. 10. 15.>

개정 후

비교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시기
ㆍ방법,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환류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 및 국회 보고

동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조(제13조)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7. 25.>
1.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2.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3.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홍보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수립
2. 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제14조 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위원회 제출
3.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
4. 위원회가 위임하는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
협력에 관한 평가

추가

5.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
계획의 이행 점검
6.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점검 및 지원
7. 소관 분야의 종합기본계획 및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종합시행계획의 홍보
8.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
하는 역할 및 기능

자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16023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17302호 참고.

2.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현황
DAC 가입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ODA 예산의 확대와 함께 개발협력 사업
에 참여하는 부처 및 기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통합평가체제의 구축을
기점으로 2013년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평가의무화와 함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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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리 및 평가를 통한 책무성 요구가 확대되며 개발협력 평가를 실시하는 기
관수도 확대추세를 보인다. [그림 4-1]을 보면 평가를 실시하는 부처ㆍ기관 수
는 평가계획 및 결과 제출의 의무화가 도입된 다음 해인 2014년에 전년대비 급
격히 증가한다. 2020년 기준 평가시행 부처ㆍ기관은 2010년 12개에서 2020
년 30개로 2.5배 증가하였고, 평가보고서 건수 역시 16건에서 77건으로 5배
가량 증가하였다. 201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ODA에 대
해서도 평가계획과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상대적으로 ODA
사업 경험과 예산, 인력이 부족한 유관부처, 청, 처, 위원회, 지자체 차원의 평
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193)

그림 4-1. 우리나라 ODA 평가 건수 및 평가기관 수 변화(2010~20년)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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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지선(2019a), p. 14;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2018, 202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4-2]는 DAC 가입의 다음 해인 2011년과 비교하여 2020년 기준
ODA 평가에 참여하는 부처와 기관이 어디인지를 제시한다. 이는 각 기관들이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에 제출한 연도별 평가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

193) 정지선(2019a),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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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데, 2020년에는 15개 부처, 7개의 청, 2개의 위원회, 1개의 처와 총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평가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밖에도 ODA 사업을 추진하는 부
처, 청/처/위원회/지자체가 있지만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 따르면 사업규
모가 10억 원 미만으로 하위그룹으로 분류되는 경우 격년별로 1건 이상 평가
를 실시하도록 하기 때문에 2020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4-2. 2011년 對 2020년 우리나라의 ODA 평가 참여기관 비교

자료: 정지선(2019a), p. 14;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2018) 참고하여 저자 작성.

국무조정실에서는 2018년부터 자체평가 평가체계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양
자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대상과제 수를 차등화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매뉴얼에서는 기관간의 ODA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실시
해야 하는 최소 평가 건수를 달리하여 평가대상연도 전년도(n-1년)의 종합시
행계획(확정액) 기준으로 [표 4-3]과 같이 구분하도록 제시한다. 단, 연간 사업
수 10%는 분야별 평가, 국별 평가, 프로그램 평가 등 다수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계획을 제출할 때 사유를 명시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4)

194) 국무조정실(2018a),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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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자체평가 최소 의무 평가 건수 설정기준
구분

평가 건수

상위(100억 원 이상)

연 최소 2건, 연간 사업 수의 10%

중위(10억 원 이상 또는 10건 이하)

연 최소 2건

하위(10억 원 미만 또는 5건 이하)

2년에 1번

자료: 국무조정실(2018a), p. 8; 국무조정실(2018b), p. 17.

이하에서는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현황, 특히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 예
산ㆍ조직, 평가 품질과 환류 실태를 살펴본다.

가. 성과관리 및 평가 예산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상에 나타난 ODA 시행부처ㆍ기관별 양
자 ODA 사업예산과 차년도인 2020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상 평가계
획에 명시된 평가예산을 비교해보면 [표 4-4]와 같다.

표 4-4. 2020년 한국 ODA 시행기관의 사업예산 대비 평가예산, 건수
(단위: 억 원)

연번

시행부처(기관)

1

국무조정실

사업
규모
중위

양자사업 예산 평가예산
95.8

0.30

평가예산/

평가 건수/ 사업

양자사업 예산 사업 건수
0.3%

13.6%

수

평가
건수

22

3

기획재정부(본부)

상위

569.5

0.90

0.2%

0.9%

107

1

수출입은행(EDCF)

상위

11,412

3.25

0.03%

4.5%

156

7

3

교육부

상위

669.7

0.30

0.04%

2.6%

78

2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

144.1

0.60

0.4%

3.8%

52

2

2

외교부(본부)

상위

1,851.8

0.00

0.0%

0.0%

53

-

KOICA

상위

7,196.1

13.80

0.2%

3.9%

559

22

6

법무부

중위

9.0

0.10

1.1%

33.3%

3

1

7

행정안전부

중위

91.9

0.33

0.4%

9.4%

32

3

8

문화체육관광부

상위

132.1

0.25

0.2%

11.1%

18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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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단위: 억 원)

사업

평가 건수/ 사업

평가

연번

시행부처(기관)

9

농림축산식품부

상위

668.5

0.99

0.1%

7.9%

38

3

10

산업통상자원부

상위

409.4

1.20

0.3%

4.5%

44

2

11

보건복지부

상위

392.6

1.60

0.4%

5.3%

38

2

12

환경부

상위

107.9

0.03

0.03%

9.5%

21

2

13

고용노동부

상위

64.8

0.55

0.8%

16.7%

12

2

14

여성가족부

중위

10.2

0.20

2.0%

25.0%

4

1

15

국토교통부

상위

155.3

0.40

0.3%

16.7%

12

2

16

해양수산부

상위

104.7

0.00

0.0%

11.1%

18

2

17

인사혁신처

상위

228.0

0.00

0.0%

0.0%

1

0

18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위

34.4

0.55

1.6%

25.0%

8

2

19

관세청

중위

48.7

0.20

0.4%

7.1%

14

1

20

조달청

하위

1.8

0.00

0.0%

0.0%

1

-

21

통계청

중위

19.0

0.10

0.5%

16.7%

6

1

22

경찰청

하위

6.4

0.00

0.0%

50.0%

2

1

규모

양자사업 예산 평가예산

평가예산/

양자사업 예산 사업 건수

수

건수

23

문화재청

중위

22.9

0.05

0.2%

11.1%

9

1

24

농촌진흥청

상위

207.8

0.90

0.4%

7.1%

28

2

25

산림청

상위

125.8

0.50

0.4%

13.3%

15

2

26

특허청

중위

15.9

0.00

0.0%

0.0%

6

-

27

기상청

중위

41.8

0.00

0.0%

12.5%

8

1

28

공정거래위원회

하위

0.9

0.00

0.0%

0.0%

3

-

29

국민권익위원회

하위

1.3

0.00

0.0%

33.3%

3

1

30

지방자치단체(10개)

중위

91.6

0.24

0.3%

17.2%

29

5

31

헌법재판소

하위

0.4

0.00

0.0%

0.0%

1

-

3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위

5.9

0.00

0.0%

33.3%

3

1

평균

733.5

0.8

0.1%

7%

41.3

2.8

합계

24,938

27

0.1%

5% 1,404

77

주: 1) 양자사업 예산은 전년도인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에 제시된 기관별 사업예산 정보 활용, 평가예산은
2020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에 제시된 기관별 평가예산 정보 활용.
2) KOICA가 외교부 양자사업의 이행주체이기 때문에 외교부는 별도 평가예산, 건수가 부재. EDCF가 기획재정부 양자사업
예산의 집행주체이지만 기획재정부 자체사업으로 KSP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는 구분해서 파악 가능.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2020)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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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 ODA 시행기관의 평가예산은 총 27억 원으로 양
자 ODA 예산 2조 4,938억 원 중 0.1%에 해당하였는데, 사업수 기준으로는
1,404건이며, 사업의 5%에 달하는 77건에 대한 평가가 추진될 예정이다. 기
관별로 볼 때는 주요 무상원조기관으로 독립평가부서 차원에서 평가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KOICA의 예산이 13억 8,000만 원으로 전체 평가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나머지 기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195) EDCF의
경우는 사업예산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양자원조 예산의 46%가량을 차지하지
만 평가예산 기준으로는 12%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그림 4-3. 우리나라 ODA 시행부처ㆍ기관의 2020년 평가예산 규모
(단위: 억 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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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4

환경부

통계청

문화재청

법무부

관세청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10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본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국제협력단

0

수출입은행(EDCF)

2

자료: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2020), pp. 11~114 참고하여 저자 작성.

기타 부처ㆍ기관의 평가예산 제약으로 인해 32개 부처ㆍ기관의 평균 1년 평
가예산은 8,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의 0.1%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DAC 평가
네트워크 회원 양자공여기관의 평균 0.2%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196) 특히
195) KOICA 평가실 관계자 유선 인터뷰(2020. 7. 12, 세종)에 따르면 KOICA 사업평가실 예산은 연
14억~15억 원 수준으로 평가계획서상의 평가예산 외에 평가세미나, 평가관련 교육을 위한 예산도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부서 내에서 기초선 조사, 모니터링 등 성과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효과성
제고예산도 별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제시된 수치인 13억 8,000만 원은 다소 과소계상된
수치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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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기관은 자체평가 의무 대상이지만 별도 평가 예산이 없어 자체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내부평가로 대체하고 있다.197)
평가예산이 부재한 8개 기관 중 4개 기관(조달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대부분 연평균 사업예산 10억 원, 사업 건수 2개 미만인
하위그룹으로 2년에 1번 평가를 수행하여 2020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지만, 중위그룹 기상청과 외교부,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등 상위기
관도 포함한다. 외교부의 경우 KOICA에서 사업추진과 평가를 대행하는 개념
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해양수산부와 인사혁신처는 2020년 기준 각각 104억 원,
228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하지만 평가예산이 부재하다. 해수부는 2건의
평가를 내부평가로 추진할 예정이고, 인사혁신처는 아예 평가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품질 담보와 독립성, 성과관리의 투명성 차원의 문제가 우려된다.198)
[표 4-4]의 사업예산이 100억 원 이상의 상위그룹에는 KOICA, 수출입은행
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총14개 부처와
1개 청(산림청)이 포함되어 있다. KOICA는 전체 사업예산 중 평가예산은
0.2%로 DAC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EDCF의 경우 사업비는 1조
1,8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평가예산은 3억 2,500만 원으로 사업예산 대
비 평가예산이 0.0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국제협력선도
대학 육성지원 등 2019년 669억 원 규모의 교육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만 평가예산은 3,000만 원에 그친다. KOICA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32개 부처ㆍ기관만을 보면 평가예산 평균이 3,000만 원에 그치고, 평가 건수는

196) OECD(2016), p. 39.
197)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2020), p. 6. 공정거래위원회, 헌법재판소, 특허청은 사업 건수/예산이
적은 하위규모 기관으로 전년도인 2019년 평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2020년 자체평가 의무실시기
관에서 제외된다.
198) 비공개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의 ODA 사업은 UN 및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
고용휴직제도에 따라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를 인사혁신처가 보전하는 개념으로
ODA 평가 대상으로 적절치 않아 제외된 상황이다. 단, 파견대상 국제기구가 ODA 적격기구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직원별 업무도 국제개발협력과 무관한 경우도 많아 ‘국제기구 고용휴직’을
ODA 재원에서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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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이다. ODA 사업예산이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중위그룹은 국무
조정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관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통
계청, 식품의약부안전처 등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평가예산은 평균 2,000만 원
으로 양자사업 예산의 0.5%, 평가 건수는 평균 2건이다.
ODA 사업예산이 10억 원 미만, 5건 미만인 하위규모 그룹에는 법무부, 경
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는데, 법무부를 제외하고
앞서 제시한 대로 평가예산 없이 자체 사업비 혹은 내부평가로 추진 중이다.
한편, 기초선 조사 및 종료선 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성과관리 예산은 주로
사업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하는데, 사업발굴 및 계획 단계에서 성과관리 예산을
사업예산 중 세부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관례 역시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199) 즉
사업계획 단계부터 성과관리 항목에 목표 산출물, 성과, 성과지표, 평가계획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성과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평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예산 세부구성 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성과관리 계획은 명목상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에 따라 산출물 데이터 및 성과 데이터가 주기적으로 수
집되지 않아, 궁극적으로 사업성과의 객관적, 정량적 파악에 필요한 근거자료
가 모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나. 평가조직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평가부서의 독립성도 중요
하다. ‘OECD DAC 개발협력사업 평가 원칙(1991)’은 ODA 시행기관 내에서
ODA 평가부서는 평가의 핵심원칙인 독립성, 객관성 유지를 위해 사업부서에
199) 2020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위해 각 부처ㆍ기관이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사업개요서를 보면 부처ㆍ
기관별로 편차가 있어 KOICA,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의 사업에서는 기초선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성과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성과관리 예산이 포함된 경우가 많지만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사
업에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관련 자료의 접근성 제약으로 모든 ODA 수행부처, 기관의 성과관리
예산 현황에 대해 종합적 분석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추후 별도 연구를 통해 체계적 현황 파악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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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 않는 독립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가독립의 원칙은 국무조정실
의 ‘국제개발협력 통합 평가지침’에도 포함되어 있다. 평가지침상 평가원칙에
서 평가는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
시한다. 즉 사업부서의 사업담당자는 평가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
문에 평가부서는 사업부서와는 분리되어 기관장 직속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
다.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 중 2/3가량이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상
황이다. 2016년에 실시한 3차 메타 평가에서는 설문 응답기관 중 69%가 사업
부서에서 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하였고, 2018년 제4차 메타 평가에서는
59%가 동일한 응답을 하여서 성과관리의 핵심원칙인 평가 독립성이 여전히 충
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0)

그림 4-4. 우리나라 ODA 시행부처ㆍ기관 평가부서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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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지선(2019a), p. 16 재인용; 권 율 외(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업예산, 평가예산이 제한적인 중위 및 하위규모 기관일수록 대개 ODA 사
업을 담당하는 사업담당자가 평가를 직접 내부평가로 실시를 하거나 외부평가
를 하더라도, 평가관리와 발주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가보고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구도이다. ODA 사업 담당자는 국제
200) 정지선(2019a), p. 16. 평가부서의 독립성에 대한 최근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2016년, 2018년 메
타평가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의 내용을 재인용하였으며, 2020년 제5차 메타 평가에서 최근 정보가 파
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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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사업만을 전담하기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
로 ODA 사업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현실이다. 즉 1~2인의
인력이 사업을 계획, 관리, 시행한 후 직접 본인 담당사업을 평가하거나 외부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평가를 관리한다. 사업담당인력이 평가를 동시에 담당하
는 경우 외부 독립기관이 평가를 담당하더라도 비판적인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
지 못하고 평가보고서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부
평가로 직접 평가를 수행하거나 외부평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선ㆍ종
료선 조사, 모니터링, 중간/종료/사후평가에 대한 경험, 방법론 등에 대한 이해
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KOICA, EDCF, KOFIH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 기
관의 ODA 사업관리 및 인력 운용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201)

다. 평가 품질
선행연구(DFAT 2014; USAID 2013; Lloyd and Schatz 2015; Cooksy
and Mark 2012)에 따르면 평가품질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ODA 시행기관의
평가예산, 평가인력, 평가부서의 독립성, 평가자 전문성 등이 제기된다.
자체평가보고서의 품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된 메타 평가보고서의 결
과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12년 12월 제18차 회의
에서 평가시행기관, 평가보고서가 증가하지만 평가보고서의 품질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2년마다 주기적으로 모든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
가에 대한 메타 평가를 2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메타 평가는 이전 2년
동안 실시된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대상으로 평가보고서의 품질제고와 평가
내실화를 위해 보고서 내용을 재평가하여 기관별, 분야별 평가보고서의 품질을
점수화, 등급화하는 방식을 따른다. 2012년 제1차 메타 평가가 처음 실시된 이
201) 정지선(2021a),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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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014년 2차, 2016년 3차, 2018년 4차 메타 평가가 추진되었고, 2020년에
도 5차 메타 평가가 실시되어 2021년 중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1차에서는 다소 방식이 다르지만 2차에서 4차 메타 평가에서는 평가보고서
품질을 진단하기 위해 동일한 분석틀, 즉 메타 평가 매트릭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 자체평가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4차 메타 평가결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2~4차 메타 평가는 평가품질을 파악하기 위해 평가계획, 과정, 결과를 대상
으로 적절성, 신뢰성, 유용성 기준을 포함하는 평가 매트릭스를 활용한다. 해당
평가 매트릭스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기본적으로 갖
추어야 할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OECD DAC의 “개발협력 평가품질 기준
(Quality Standards for Development Evaluations)”의 핵심항목을 포함하
되, 한국의 개발협력 평가환경과 특징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따라서 메타 평
가에서 제시하는 평가품질에 대한 진단은 한국 ODA 시행기관 자체평가의 질
이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 평가에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품질기준을 어
느 정도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202)
메타 평가 매트릭스는 평가계획 단계에서 평가대상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
지, 평가방법론과 기준 선정은 적절한지를 주로 검토하고, 대상사업의 지원논
리와 추진환경을 명확히 분석하였는지, 평가추진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적용은
적절한지, 데이터 수집 방법론과 분석방법은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지, 평가
분석과 결론도출은 논리적 연계성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결과유용
성 측면에서는 보고서는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작성이 되었는지, 교훈과 제언의
활용도는 어떠한지를 검토한다. 각 항목별로 중요도에 따라 5~25점으로 점수
화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보고서의 품질을 등급화한다. 품질점수 기
준으로 우수 보고서(80점 이상)는 내용 측면에서 평가 대상사업의 문제점, 원
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방법론적으로 우수하며 개선과제와 교훈을 적절히 도출
202) OECD(2010), pp. 6-15; 정지선(2018),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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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이다. 양호 보고서(70~79점)는 내용과 방법론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개선과제와 교훈이 미흡하여 결과 활용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보고
서에 해당한다. 보통 보고서(60~69점)는 평가내용은 적절하지만 방법론과 교
훈도출이 모두 체계적이지 못하고 미흡하여 신뢰성과 활용도가 부족한 경우를
칭한다. 마지막으로 미흡 보고서(60점 미만)는 내용, 방법론, 교훈이 모두 미흡
하고 평가품질이 전반적으로 국제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그룹에 해당한다.203)
[그림 4-5]는 2~4차 메타 평가에서 파악된 2012~13년(2차), 2014~15년
(3차), 2016~17년(4차) 기간 동안 자체평가 보고서의 품질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4-5. 한국 ODA 시행기관 평가보고서 품질 변화: 제1~4차 메타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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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권 율 외(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참고하여 저자 작성.

2차 메타 평가에서는 9개 기관의 69건 자체평가, 3차 메타 평가에서는 29개
기관의 138건 자체평가, 4차 메타 평가에서는 32개 기관의 156건 자체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2차 메타 평가에 비해 3차 메타 평가에서는 우수 보고서
의 비중은 17%에서 13%로 감소하고 이에 비해 미흡 보고서가 10%에서 22%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평가예산 및 인력, 평가경험이 부족한 유관
203) 권 율 외(2016),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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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기관의 자체평가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년
후에 실시한 2018년 4차 메타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개선되어 3차와
비교할 때 우수 보고서의 비중이 26%로 13% 대비 2배 증가하였고 보통 보고
서의 비중은 30%에서 18%로 감소하여,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메
타 평가, 통합평가 체제의 안정화에 따라 자체평가 보고서의 품질이 전반적으
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특히 2018년 메타 평가에서는 평가지표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는 한편, 환류보고서의 작성 등 형식상 필
요조건을 갖춰가는 추세로 평가품질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절차적 기반이 마
련된 것은 중요한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흡 보고서의 비중이 3차, 4차 메
타 평가에서 22%에서 24% 수준으로 미세 증가하였는데 이는 2차 대비 3차 메
타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 인프라가 미흡한 부처, 기관의 비중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전반적인 평가품질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ODA 평가보고서로서 국제적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보고서 성
격의 보고서도 여전히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4)
2018년 4차 메타 평가에서 우수 보고서는 40건 중 39건이 외부평가로 분류
되어, 외부평가의 품질이 보다 우수하다는 기존 메타 평가결과와 유사하였다.
미흡 보고서는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가깝고 평가방법론도 현지 협력기관
및 연수참가자 대상 설문조사에 주로 의존하는 한편, 평가결과의 객관성, 구체
적인 교훈의 부재 등이 지적되었다. 기관별로는 KOICA, EDCF 보고서의 평균
적인 평가품질이 높았고 기타 무상원조 부처 및 기관 중에서는 농림식품부, 보
건복지부와 같이 ODA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크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기
관의 보고서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중그룹에
속하지만 문화분야 ODA 사업 규모가 증가하면서 분야별 특징을 고려한 지표
개발연구를 바탕으로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 평가보고서 품질도 개
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농림수산, 보건, 교육, ICT는 한국 ODA의
204) 권 율 외(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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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분야 유관부처와 산하기관일수록 평가보고서의 질이 양호하였다.205)
이에 비해 사업경험과 예산, 전문성이 제한적인 무상원조 부처, 기관의 경우
여전히 간략한 자체평가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 중요성 및 체계의 필요
성에 대한 인식, 평가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기관별 평가환경에 대한
진단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제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기관별 평
가환경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평가예산을 따로 배정한 기관일수록 평가보고
서 품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6)
3차 및 4차 메타평가에서는 자체평가 시행기관의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평가보고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을 복수응답 방식으로 질문하
였는데, 그 결과 평가품질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으로 평가팀 전문성, 평가예산
부족, 성과 데이터 미비 등이 평가품질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으로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의 인식에 따르면 평가품질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외부평가를 실시하는 평가 컨설턴트, 즉 외부평가팀의 전문성이었는데 이는 아
직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성, ODA 및 지역, 국가, 분야, 개발협력 평가에
대해 전문성 있는 평가자의 풀이 많지 않은 후발 공여국으로서 한국적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평가팀의 전문성에 대해 ODA 시행기관 담당자들은 분야별
전문가, 지역/국별 전문가는 많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인력풀이 구축되어 있지
만 ODA 평가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
적하기도 하였다.207)
평가예산의 제약도 평가품질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으로 지적되었고, 이는 시
행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평가 컨설턴트들도 동일하게 인식하는 상황이었다. 평
가예산의 제약은 평가기간의 제약에도 영향을 미치어 결과적으로 단기간 동안
제한된 예산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런 경우 데이터 수집 및 방법론 적
용, 현지조사, 체계적인 결과분석과 교훈도출을 위한 기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
2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p. 51.
206) 위의 자료.
207) 제3차 메타 평가에서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20~26일 동안 2014~15년 ODA 자체평가 실시기관
29개 기관 대상 실시. 제4차 메타 평가에서도 2016~17년 ODA 자체평가 실시기관에 대한 설문조
사 실시함(조사기관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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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가보고서의 품질 담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
량적, 객관적 성과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성과 데이터 미비 역시 평가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답변도 많았다. ODA 시행기관의 평가품질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은 앞서 제시한 평가예산, 인력, 조직, 성과관리에 대한 분석과 일맥
상통한 결과로 향후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6. 기관별 평가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식
(단위: 응답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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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인별 중복응답 결과.
자료: 권 율 외(2014), p. 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pp. 127~128 참고.

라. 환류
그동안 우리나라는 ODA 평가체제의 틀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여전히 추진된 평가결과의 활용과 환류가 취약하
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평가의 주요 목적을 되짚어 보면, 평가는 국민의 세금으
로 추진한 공공재정사업으로서 ODA 정책 및 사업이 원래 목적을 달성했는지,
의도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판단하는 것이
고, 이를 통해 얻는 ‘교훈 학습(lesson-learning)’이다. 따라서 평가를 통해 도
출된 결론과 제언이 향후 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환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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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평가체계에서는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
제를 ODA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다. 평가소
위 차원의 환류 메커니즘은 자체평가 부처ㆍ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한 반영계획
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다시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평가소
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2013년 말부터 반영계획 수립, 이행점검 결
과 공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글상자 4-1 참고). 최근에는 그동안의 환
류가 주로 부처ㆍ기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비판
이 높아지며 평가결과와 정책의 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국제개발협
력기본법｣ 개정안에 ‘자체평가 결과를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심사/의결할 때 고려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기도 하였다.208)

글상자 4-1.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평가결과 활용 관련 내용
제11조(평가결과반영계획의 수립) ① 평가실시기관은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결과반영계획을 수립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은 평가결과반영계획을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평가결과반영계
획을 종합하여 평가소위에 제출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제13조(평가결과의 반영) ① 사업시행기관은 평가결과반영계획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협조기관에 제출하고, 협조기관은 기관별 이행점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소위에 제출한다.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국제개발협력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보고회의 개최) 평가실시기관은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형식의 평가보고회의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향상과 동 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필
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자료: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2013), pp. 84~85.

208)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2013). 평가결과 반영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은 2013년 12월 국제개발
협력 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정책제언에 대한 이행담보 방안’을 위해 시행기관의 이행계획
공개, 이행점검결과 보고 의무규정이 신설되면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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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도정비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사업 및 정책의 개선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에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자체평가 반영계획
에서 부처/기관들은 이행과제 추진계획과 함께 미채택 사유를 제시하도록 되
어 있는데, 미채택 사유 중 상당수가 ‘기 시행’, 즉 이미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기 때문에 제언을 채택할 수 없다는 설명이 많다. 그밖에 별도 예산 및 프로그
램이 필요하고, 공여기관이 아닌 협력국에 대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제언을
채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많다. 실제 2020년 KOICA 평가실에서는 12개국에
대한 국별 사업 포트폴리오 평가결과의 제언에 대해 현지사무소 및 국별 담당
자 등 기관 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용정도 및 사유를 조사하였는데, 제언
중 71%가 불수용으로 분류되었으며, 불수용의 사유는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
이라는 답변이 38%로 가장 높았다. 제언의 높은 불수용률은 다양한 원인이 있
지만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평가자가 평가대상 부처/기관 차원에서 이미 추
진하여 이미 개선된 내용과 사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특
히 크게 기인한다. KOICA에서는 2021년 나머지 국가에 대한 국별사업 포트
폴리오 평가를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 제언을 평가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정보를 제공, 평가결과에서 제언을 도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도 하였다.209)
현재 통합평가체계상의 환류 메커니즘은 매해 평가소위를 통한 계획 수립
및 반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보고회 개최 등에 대한
내용은 권고 정도로만 참고하는 상황이다. 평가결과는 평가소위를 통해 정부/
공공기관 차원에서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인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동시에 협력국 측에도 영문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 KOICA와 EDCF 외에 기타 부처/기관들은 온라인을 통한 국ㆍ
영문 평가보고서 접근성이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210)
209) 최충희(2020), pp. 10~11.
210) 정지선(2021b),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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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2. OECD 동료검토 성과 관리ㆍ평가 권고사항 및 추진성과
2018년 OECD 동료검토에서는 2017년 수검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학습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 검토한 후 i) 전략적 평가대상 선정 ii) 결과 및 교훈공유 확대 iii) 정보접근성 개
선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2018년 제3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동료검토 권고사항에 대해 평가
시스템 개선, 정보공유 확대, 접근성 제고를 통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까지의 추진성과는
체제의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이행 차원에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DAC 동료검토 성과 관리 관련 권고사항 및 정부이행계획

DAC 권고사항(2017년 수검결과)

정부 이행계획
(2018년)

위험분석 및 학습 필요성에 기반한 평가대상 선정 평가시스템 개선
평가결과 및 내부 학습과정의 교훈을 모든
이해당사자와 공유
단위 사업별 예산규모 및 개발성과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

추진성과
지침/매뉴얼 및 자문
강화, 이행 차원 개선필요

정보공유 확대

일부 개선

정보접근성 제고

개선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p. 5.

먼저 성과관리 개선안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분석(risk assessment)과 학습 수요를 기반으로 평가범위와 대상을 선정, 전략적
평가를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은 주로 지침, 매뉴얼 개선을 통한
평가대상 선정 기준의 강화에 주안점을 둔다. 즉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매뉴얼 개정(2018년
8월)을 통해 평가대상 선정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시행기관이 선정한 자체평가 대상이 적
절한지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평가성 사정 자문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211) 정
부 지침상의 개선과 함께 부처, 기관 차원의 전략평가를 확대하도록 평가성 사정을 통한 자문이 이
루어졌지만 평가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부처/기관 차원의 이해부족, ODA 사업예산 및 평가예산의
별도 승인구조 등으로 인해 여전히 혼선이 존재한다.
동료검토에서는 평가결과와 교훈이 보다 폭넓게 공유될 필요가 있음도 강조하였다. 정부는 평가결
과를 사업심사와 연계하는 한편,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평가결과를 공유하면서 영문 버전을 수원국과
공유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평가보고서 접근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기관 간
상호학습, 정보공유를 위해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연 1~2회 평가 워크숍 등을 실시하는 노력 등은
긍정적이지만, 사업시행기관 내 담당자의 잦은 변동 등으로 학습된 내용이 기관차원의 평가역량으로
내재화되기가 힘든 구조이다. 아울러 정부관계자 사이의 정보공유 외에 국민 누구나 참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공개적인 평가 워크숍 등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DAC에서는 결과, 교
훈의 공유와 함께 평가의 계획, 이행과정에 수원국, 지역사회 기관, 시민사회, 수혜자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가 보다 폭넓게 참여해야 함도 강조하였지만 참여적 평가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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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2. 계속
수원국 공동평가, 타 공여국 공동평가 사례가 있지만 최근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융합예산 사업
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발굴ㆍ계획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성과 관리틀과 M&E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별 예산규모, 개발성과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에 ODA 사업의 공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212) 2020년 12월 기준 IATI 홈페이지를 확인하
면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EDCF 외에도 대부분 무상원조 시행부처, 청/처/위원회, 지자
체 사업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어 투명성 차원의 개선노력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p. 5; 관계부처 합동(2020a), p. 8; OECD(2018), pp. 15-22; IATI 홈페이지, https://
iatiregistry.org/publisher/odakorea(검색일: 2020. 12. 1) 참고.

3. 개선과제
한국은 ODA 성과관리, 평가개선을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의 마련, 절차의
개선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DAC 가입 이후 통합평가체계를 구축
하고 평가계획과 성과지표 수립, 평가결과 보고를 통해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추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평가
예산 및 조직, 인력 및 전문성, 성과 데이터 미비 등 성과관리와 평가의 내실화
를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211)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2020), p. 2; 정지선(2019b)에서는 31개 ODA 시행부처/기관의
2020년 ODA 자체평가 대상과제(안)를 검토하고 전략평가, 종합평가의 확대, 중장기 성과파악을 위
한 사후평가 확대, 평가역량이 부족한 부처/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12) ODA Korea 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2/L03_S03
_01.jsp(검색일: 2020. 12. 1)에 따르면 국제원조투명성 기구(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는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공여국, 국제기구, 민간기관의 원조사업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성을 개선하는 자발적 협의체로 진행 중인 최신 ODA 사업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OECD
DAC 통계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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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과관리 계획 수립과 실행
성과관리와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성과 데이터의 축적이 바
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평가보고서의 품질을 저해하는 대표요인으로 성과
데이터 접근성 부족이 많이 지적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산,
전문성 등 다양한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ODA 시행기
관은 신규 ODA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 n-2 체제에 따라 차후년도 사업 시행계
획에 개별 사업별 개요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의
예산당국이 검토하는 사업개요서에는 사업 세부내용, 정책부합성 여부 정보와
함께 성과관리를 위한 산출물(output) 목표, 성과(outcome) 목표와 성과지
표, 목표치와 측정산식, 자료 수집방법 및 출처, 평가시기 및 방법 등 평가계획
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 계획단계부터 성과목표와 지표,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단,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은 수립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기관이 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중장기 성과를 파악하기보다는 측정이 용이한 단기지표, 즉 사업
종료 단계의 산출물 파악에만 활용될 수 있는 지표만 포함하고 있어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원래 의도하였던 중장기적인 성과와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파악
하기가 여의치 않은 구도이다. 특히 평가예산이 부재하거나 미흡할수록, ODA
전담팀 및 부처가 부재할수록 단기성과와 중장기적 성과를 명확히 구분하지 많
고 사업계획서상에 단기 측정계획만을 포함하거나 사업계획 단계에 설정한 성
과지표가 평가계획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등, 사업계획과 평가계획이 서로 연계
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213)
성과관리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즉 성
과관리 계획에서 성과목표, 지표를 설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PDM(Project

213) 정지선(2019a),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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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atrix)과 모니터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초ㆍ중간ㆍ종료선을 수
집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 인력,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 EDCF에서도 기초선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ODA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중간/하위그룹의 부처, 기관의 경우 성과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적으로는 당연하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특정규모 이상의
프로젝트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에 의무적으로 3~5% 수준의 성과관리
예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관리의 기본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교육과정
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부처/기관이 신규 ODA 사업을 제안
할 때 제출하는 사업개요서에 PDM과 상세한 모니터링/평가계획214)을 의무적
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각 기관 차원의 성과관리 역량을 축적하도록 유도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현재 ODA 사업을 추진단계별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활용하는 ODA 통합보
고시스템에는 사업관련 정보에 성과지표, 사업평가(종료평가) 여부, 성과관리
산출물(output) 내용을 정성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으나, 기초선과 종료선
데이터도 입력하도록 하여 목표 달성도 여부에 대한 데이터도 함께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215)
아울러 산출물 위주의 단기적 성과에 대한 프로젝트 평가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분야ㆍ주제별, 국가ㆍ지역별, 기관별 사업의 중장기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프로그램 평가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216) 중장기 성과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ODA가 분야별, 국별, 지역별로 SDGs 목표에 어떻게 기

214) 현재 사업개요서에는 성과목표, 지표와 평가계획이 간략히 제시되어 있으나 성과자료 수집의 주체
및 시점, 관련 예산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
215) 단, 성과(outcome) 데이터 추가, 단순 목표 달성도 산출 및 공개에 대한 부처/기관의 부담 및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현실적, 점진적 접근
이 필요하다. 기관/부처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먼저 적용, 점차
확대해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16) 아울러 중장기 성과파악을 위한 후속사업 발굴 및 연계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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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지에 대한 기여도 역시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이후 5년
동안 우리나라 ODA의 중기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가ㆍ지역별 전략, 분야ㆍ주제별 전략에는 SDGs와 연계한 프로그램 차원의
성과 프레임워크217)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성과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국
가ㆍ지역ㆍ분야ㆍ주제별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2025년 이후에는
국내 차원의 개발협력 목표와 국제사회 차원의 개발협력 목표에 어떻게 기여했
는지가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할 것이다.

나. 성과관리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먼저 평가예산, 성과관리 예산이 부족한 중위, 하위그룹 부처ㆍ기관을 대상으
로 평가예산 및 성과관리 예산에 대한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218) 단, 한정된
ODA 예산과 다양한 분야의 재정수요를 고려할 때 기관별 기존 ODA 예산에
평가, 성과관리 예산을 단순히 추가 편성하는 방안보다는 기존 사업예산 중 성
과관리 예산을 의무편성 하는 방안(개별 프로젝트별 최소 3~5%를 기초선/종
료선 조사 및 평가 비용화)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성과관리 예산 확보를 통
해 기관별로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 신남방, 신북방, 한
국판 뉴딜 등 국정과제 연관사업, SDGs 기여도가 높은 사업 등 성과파악이 특
히 중요한 사업의 경우 기초선 조사 및 종료선 조사를 의무 실시하도록 하여 성
과 데이터풀을 축적하는 한편, 평가를 통해 전략, 국정과제, SDGs 기여도를 사
후적으로 평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ODA 시행기관 내 평가인력에 대한 교육활성화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217) 여기서 성과 프레임워크(results framework)는 국별/지역별/분야별/주제별 성과 및 우리나라 국
제개발협력의 전반적인 중기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 로그프레임(logical framework), 즉
PDM(Project Design Matrix)의 형태를 띤다.
218) 단, ODA 시행부처와 기관별로 성과관리와 평가에 대한 예산, 전문성, 인력, 조직은 상당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기관별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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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한국수출입은행, EDCF,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등을 제외
하고 기타 무상원조 시행 부처, 기관, 청, 처, 위원회 등의 경우 개발협력사업이
기관의 핵심 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인력 수준 이상의 인력을 추가 확보하
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상위그룹 기관 중 사업규
모 및 건수 대비 평가자원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는 평가 전문인력의 별정직 고
용 등을 고려해볼 수가 있겠지만, 기타 경우에는 기존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
해 교육기회 확대가 보다 시급하다. 내부평가가 아니라 외부평가를 실시하더라
도 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개념과 원칙, 기준 및 방법론, 평가보고서 품질기준
등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평가관리에도 많은 제약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
으로 평가보고서의 품질을 담보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1~2인의 인
력이 ODA 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잦은 보직변경으로 관련 전문
성이 축적이 안 되는 기관 등을 기관 현황 등을 통해 먼저 파악한 후, 신규 담당
자에 대한 성과관리와 평가 훈련을 의무화,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연 2회, 반나절 수준의 평가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KOICA 평가실, 외부 평가전문기관,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세분화된
상시과정(비대면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기관별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기획재정
부, 특히 예산당국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219)
환류 차원에서는 평가 시행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기존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제언 및 제도개선 내역을 종합하여 파악할 수 있는 DB, 플랫폼 등
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평가제언에 대한 기관 경영진의 대응
(management’s response) 등의 내용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해야 한다. 아울
러 평가결과 및 제언이 기관 내 이해관계자 및 정부 차원에서만 내부 시스템을
통해 공유되기보다는 손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체
평가 및 소위평가 보고서는 ODA Korea 홈페이지의 평가소위 결과문서에서
219) 정지선(2021a), p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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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으나 대국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좀 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개
채널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제도개선 사례에 대해서는 모범 환류사례로 정리,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하거나 세미나 등을 통해 공유하는 등 환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기제도 고려할 수 있다. 동시에 국내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협력국 측
이해관계자 차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영문 보고서의 공개 및 배포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20)

다. 연계ㆍ융합 사업의 성과관리221)
우리나라는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ㆍ무상,
무상 간 연계사업, 융합사업을 확대하고 있다.222)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요구액)에 따르면 전체 1,665개 사업 중 20%에 해당하는 341개 개
별사업을 연계, 150건의 연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ㆍ무상 사업
의 연계, 다양한 무상사업의 연계, 기관별 사업을 연계하는 융합사업이 단순히
물리적인 연계가 아닌 성과 차원의 연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계사업에 대해
사전적이고 통합적인 성과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즉 사업발굴 및 계획 단계
부터 공통의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기반 성과 관리틀 및 지표를
마련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추진해야 한다. 사업 발굴 및 계획 단계부터 참여
하는 여러 부처ㆍ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의 성과틀과 공동 대표지표를 마련하고
공동 모니터링, 공동평가를 사전 계획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220) 위의 자료.
221) 정지선, 유애라(2020).
222) 정지선(2019a), p. 19. 최근 정부는 다양한 부처가 유사 국가 및 유사 분야 사업을 추진 시 사전적으
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ODA 융합예산’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신남방정책 등 국정과제 관련 ODA 사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ODA 융합예산은
부처간 역할분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고, 유사/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련 부처 간에 융합과제를 사전적으로 조율하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ODA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며, 기획재정부의 ODA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 발굴
및 최종 조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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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성과틀과 대표지표는 세계은행그룹 성과틀, UN 공통개발성과 프레임워
크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계사업과 융합사업보다 더욱 긴
밀한 기관 간 협력과 연계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별, 분야별로 대표 연계
사업을 선정하여 통합 성과관리 대표사업으로 파일럿 방식으로 추진한 후 기타
사업에도 확대하는 접근도 고려할 수 있다.223)

라. 신규 DAC 평가기준 반영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통합평가지침/매뉴얼 등에
서 모든 개발협력평가는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인 적절성, 효율성, 효과
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DAC 평가기준은 국제
개발협력 정책/사업 평가를 위해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기준이지만
1991년 개발협력 품질기준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그동안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인 SDGs에서 강조하는 평등, 인권, 취약계층
포용 등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에서 OECD DAC 평가 네트워크는 세계은행 독립평가그룹(IEG: Independent
Evaluation Unit)과 협력하여 다양한 그룹과 온/오프라인 자문과정을 거쳐
2020년 초 DAC 평가기준 개정안(Better Criteria for Better Evaluation)을
발표하였다. DAC 평가기준 개정안에서는 기존 기준에 SDGs의 평등, 인권, 포용,
전환적 접근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여섯 번째 신규기준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개발협력 주체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일관성(coherence) 기준을 추가하
였다. 일관성은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거나 다양한 사업수단을 연계하는 사업추
진 형태에서 상호연계성, 파트너십과 조정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으로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연계사업, 융합사업 성과를 파악하는 데 적절하다.224)
223) 정지선, 유애라(2020), p. 20.
224) OECD(2019); OECD(2021); 정지선(2019a), pp. 5~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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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개 기준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효과성 기준에 포용, 평등, 인권의 시
각을 강화하여 사업성과가 대상지역, 국가 내 취약계층에도 동등한 혜택을 제
공하였는지, 특히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 취약계층을 위
한 포용적 메커니즘이 마련되었는지 등을 파악하도록 사업성과를 파악해야 한
다는 점이다. 아직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 중 중위, 하위그룹의 상당수 기관
은 기존 DAC 평가기준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많아서 2020년
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매뉴얼이 개정되며 신규 평가기준이 도입되었을 때 이들 기관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적 준비와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즉 사업의 계획, 설계 단계
부터 포용, 평등, 인권을 고려하여 기초선/종료선 데이터 수집 시 취약계층 분
리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사업 종료 이후 산출물 및 성과를 파악할 때도 여
성, 아동, 노인, 영세농가, 비정규직 노동자, 난민, 국내이주민 , 소수민족 등 국
별 다양한 취약계층에게도 사업의 혜택이 평등하게 배분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DAC 평가기준에 대해 각
부처 및 기관의 담당자, 평가 컨설턴트들이 명확히 이해, 적용할 수 있도록 관
련 평가교육 과정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225)

마. 포스트 코로나 성과관리
코로나19로 인한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는 성과관리와 평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기초선 조사 및 모니터링, 종료선 조사, 평가를 위해서는 개도국 현
장에서 데이터 수집 및 관계자 인터뷰, 현지조사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부분
의 개발협력 사업 추진 자체가 중단된 상황에서 성과 데이터 수집이나 평가 역
225) 국무조정실 평가소위 담당자 관계자 유선 인터뷰(2020. 6. 20, 세종)에 따르면 2020년 말이나 늦어도
2021년 초경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의 개편과 함께 DAC 평가기준 개편안을 공식 채택할 예
정이며, 향후 모든 ODA 시행기관은 신규 6대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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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비대면 방식의 데이터 수집 및 이
해관계자 인터뷰, FGI를 위해 현지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본부 중심의 접근보다는 현지사무소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 접근(decentralization)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공여
국 측의 전문가 외에 수원국 내 대학, 연구자, 평가전문가 및 컨설팅 기관을 보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226)
동시에 평가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공여국 차원에서 책무성
확보를 위한 성과관리, 평가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원, 인력 및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국
정부와 협력기관, 지역사회 현황을 고려할 때 데이터 수집 및 인터뷰 등을 실시
하기 위해 부담을 주는 것은 평가의 핵심원칙인 윤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평가 시기 및
방법에 대해 현지 관계자와 사전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미리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227)

226) 정지선(2021a), p. 20.
227)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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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국 인식조사의 의의
국제사회가 2015년에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개발효과성 증진
및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열일곱 번째 목표로 설정
하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강조하는 파트너십이 공여국 정부의
책무성 증진에 중점을 둔 반면 SDGs 체제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은 수원국 정
부, 시민사회, 학계, 기업,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개발의 주체로 고
려하고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 정부와 수혜자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수원국의 개발수요, 대외원조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는 원
조를 주는 기관에도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228) 우리나라도 국제개발협력 기
본계획상 수원국의 수요와 개발목표를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 발굴을 강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의 다양한 기관이 수원국에 개별 접촉하여 수원국
내 혼선을 가중시키고 원조효과성을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원 총
괄기관-재외공관-시행기관’의 협의 채널을 준수하도록 하고, 무상원조 사업에
한해 선택적으로 재외공관 ODA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의 원조 수행은 수원국의 인식과 개발목표에 대한
고려보다는, 공여국의 개발협력 지원방향과 여건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게다가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의 ODA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한 사례는 전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국이 한국의 대외
원조 정책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설계하고,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조사의 주요 내용은 크게 △ 개발 우선순위 분야 인식 △ 한국 원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한국 원조효과성 인식 △ 개발 성과평가 △ 한국원조의 정책

228) 수원국 인식조사의 의의와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정지원 외(2017c), 제2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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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평가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조사대상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ㆍ
CIS, 중남미 4개 권역별 24개 중점협력국의 수원총괄기관 한국 담당자로 설정
하였다. 24개국은 2016~20년간 2기 CPS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된 국가
들이다.229) 지난 10년간 지원총액은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한국 중점협력국에 대한 10년간의 ODA 지원총액(2009~18년)
(단위: 백만 달러)

주: 총 지출액, 2018년 고정가격(constant price) 기준.
자료: OECD.Stat. CRS Statistics(검색일: 2020. 11. 5).

수원국 인식조사는 국제적 규범과 한국 ODA 정책을 기본 축으로 수원국 정
부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시범조사의 성격을 지닌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원국 원조총괄기관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조사로서 응답자와 응답기
관이 각 국가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국가별로 한국 ODA
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기
대하기는 어렵다. 이 조사를 계기로 앞으로는 수원국 정부와의 활발한 의사

229) 1기 CPS 적용 기간(2011~15년)의 중점협력 대상국은 총 26개국이었으며, 이 중 동티모르, 솔로몬
군도, 콩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5개국이 2기 CPS에서 제외되고, 미얀마, 탄자니아, 세네갈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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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피드백 과정을 통해 한국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증진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2. 설문 설계
수원국 설문의 주요 내용은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2011년 부산 HLF에서
채택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GPEDC)의 주요 4대 원칙(주인의식, 결과 중심,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과 이를 계승한 나이로비 GPECD 이행점검
원칙, OECD DAC의 한국 동료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ODA 정책 성과에
대한 인식 이외에 한국 원조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만족도 문항은
KIEP이 2017년 수행한 베트남 국민 인식조사, 호주 Aid Stakeholder
Survey(2018), ADB Perceptions Survey(2013) 등의 문항을 검토하여, 일
부 문항은 기존 평가결과 및 타 공여국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상의 국제적 원조 규범과 OECD DAC의 동료검토 권고사항, 주요 원조기
관의 만족도 조사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수원국 인식조사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표 5-1 참고). 첫째, 개발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인식이다. 자
국의 개발 우선순위 분야와 그중에서 대외원조가 필요한 분야, 한국이 대외원
조를 통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우선순위 분야를 선택한다.
둘째, 한국 원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묻는다. 한국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 인식수준을 확인하고, 지난 10년간 한국 원조가 어느 정도 개
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다. 각 국가의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 원조가 가진 강점에 대한 평가는 총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선택지
를 제시했다.
셋째, 한국이 개발효과성, 즉 주인의식, 결과중심,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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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주요 원칙인 주인의식에 관해서는 국가협력전
략(CPS) 수립과 이행 측면에서 수원국의 참여, 수요-공급 분야의 부합도를 평
가하고, 중기재정전략 차원의 예측 가능성을 평가한다. 주인의식과 관련된 글
로벌 파트너십 모니터링 지표 중 하나인 예측 가능성은 공여국이 파트너 국가에
중기재정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승인을 받은
국가 예산에 사전에 반영하여 국가 차원의 주인의식 제고를 가능하게 하기 때
문에 필요하다. 결과중심(focus on result) 측면에서는 수원국이 한국 ODA
사업에 대한 개별 평가단계(계획수립-실행-환류)에서 얼마나 참여하는지 확인
한다. 또한 수원국의 성과관리 역량개발을 위해 통계역량, 모니터링 역량, 평가
역량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질문하고, 원조사업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노력하는지 묻는다. 투명성 및 책무성 차원에서
는 한국이 파트너 국가와 협력 정책(CPS 등)을 공유하고 성과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지 질문한다. 개발효과성 문항 중 포용적 파트너십에 관한 질문은 추
후 뒷부분에서 다루게 될 DAC의 권고사항과 중복되어 이 부분에서는 생략하
였다.
넷째, 한국 ODA의 개발 성과평가 세션이다. 우선 한국의 원조사업이 수원
국 국가차원의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지 묻는다. 각 중점협력분야별 개발목
표 달성에의 기여 성과와 수원국 역량개발에의 기여 성과를 파악하고, 18개의
SDGs 달성목표 이행에 한국의 기여수준과 젠더, 인권, 기후변화 등 크로스커
팅 이슈의 고려 정도를 질문한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원조의 정책과제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2017년 동료검토
수검결과 OECD DAC이 제안한 권고사항에 대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를
수원국이 응답할 수 있는 항목 여덟 가지로 선별하여 각각의 정책과제를 평가
한다.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나 개선과제는 오픈형 응답을 통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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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수원국 인식조사의 주요 내용
구분
개발 우선순위 분야
인식

한국 원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한국 원조의
개발효과성 인식

주요 내용
∙ 자국의 개발 우선순위 분야
∙ 자국의 개발 우선순위 분야 중 대외원조가 필요한 분야
∙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개발 우선순위 분야
∙ 한국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 평가
∙ 지난 10년간 한국원조의 개선 수준
∙ 자국의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 원조의 장점
∙ 개발 우선순위 설정의 주인의식(ownership)
∙ 결과 중심(focus on results)
∙ 투명성 및 책무성(transparency & accountability)
∙ 자국 개발목표 달성에의 기여
∙ 중점협력 분야별 기여수준

개발 성과 평가

∙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 기여 수준
∙ 역량강화 기여 수단
∙ SDGs 달성에의 기여
∙ 크로스커팅 이슈 고려 수준

한국원조의
정책과제 평가

∙ 2018 한국 동료검토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수준(inclusive partnership 등)
∙ 제언 및 개선과제

자료: 저자 작성.

이 설문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한국 ODA의 주요 과제에 대한 수원국
담당자들의 주관적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중 이행 여부를 확인 가능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2018년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 DAC 평가
단 방한 시 한국 내 모든 ODA 시행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강화, 수원국
정부 및 타 공여기관과의 현지 정책대화 심화, ODA 사업승인 절차 간소화 및
현장권한 강화,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개발효과성 제고 및 수원국과의 의사
소통 증진, 개발협력 관련 역량/기능 검토 및 인력계획 수립이 주요 개선과제
로 선정되었다(표 5-2 참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6월 이행계획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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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2년이 지난 현재 이에 대한 수원국의 평가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정
책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표 5-2. DAC 권고사항 중 수원국 인식조사 관련 항목
DAC 권고사항

정부 이행계획

설문

(2017년 수검결과)

(2018년)

여부

1.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평가 강화
▻ 위험분석 및 학습 필요성에 기반한 평가대상 선정

∙ 평가시스템 개선

▻ 평가결과 및 내부 학습과정의 교훈을 모든 이해당사자와 공유

∙ 정보공유 확대

▻ 단위 사업별 예산규모 및 개발성과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

∙ 정보접근성 제고

O

2. 현지 정책대화 심화
∙ 정책협의 내실화

▻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정책대화 심화(기존 조정기제 활용)

및 확대 검토

▻ (기존 공여국 조정기제 참여를 시작으로) 타 공여기관과의 전략적 정책 ∙ 공여기관과의
대화 확대

정책대화 확대

O
O

3. ODA 사업승인 절차 간소화 및 현장권한 강화
▻ 사업승인 과정 간소화

∙ fast-track 검토

O

▻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을 현장으로 더욱 분권화

∙ 현장역할 강화

O

4.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개발효과성 제고 및 의사소통 증진
▻ 협력대상국 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제시하여 의사소통 증진
▻ 재외공관 혹은 현지사무소가 협력국 정부의 모든 요청사항 관리 조정
▻ 체계 및 절차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지속적 노력에 대한 파급
효과 점검
▻ 시너지 제고 및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사업(활동)의 수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국별 ODA 활동
개관(파악)

O

∙ 창구 일원화

O

∙ 파급효과 점검

X

∙ 시너지 제고

X

5. 개발협력 관련 역량/기능 검토 및 인력계획 수립
∙ 주요 기관 인력

▻ 개발협력 체계 전반에 걸쳐 필요한 역량 및 기술 검토

계획 수립

▻ 검토 결과는 한국의 시행기관들이 개발협력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 역량강화 방안
한 적절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인력계획 수립에 활용

O

검토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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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조사 결과230)
가. 조사 방법 및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는 2020년 6월 12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되었고, 그
외 공관을 통해 서면으로 접수한 응답결과는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결과에
반영하였다. 설문조사 설계방식과 내용에 대한 국내 전문가 자문 및 예비조사
를 거쳐 본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의 발송과 응답
독려는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그리고 각국에 소재한 공관의 도움을 받았다.
조사 결과 한국의 중점협력국 24개국으로부터 총 104명의 수원국 원조 담
당자들이 응답하였다.231) 응답자 특성은 [그림 5-2]에 나타난 것과 같이 40대
(34%), 50대(28%), 30대(27%)가 주를 이루었으나, 일부 20대(7%)와 60대 이
상(4%) 연령대에서도 응답자가 존재했다. 여성에 비해 남성 응답자 비율이 세
배 높았고, 학력 수준은 석사학위 소지자가 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응답자의 73%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이었으며, 64%는
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한 지 5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년 이상 개발
협력 분야에 종사해온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3%를 차지하였다.

230) 연구 초반부터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임에도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진행은 원활하지 않았으며, 설문조사의 결과 또한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한
다. 따라서 연구 초기 계획하였던 국별 비교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여 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간주하고 이하 제시된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31) 2016~20년간 2기 CPS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된 24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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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응답자 특성
<연령>

<학력>

<성별>

60세 이상
4%

고졸
2%

20~29세
7%
여성
25%

50~59세
28%

학사학위
12%

박사학위
21%

30~39세
27%
남성
75%

40~49세
34%

<소속기관 근무기간>
1년 미만
7%
1-5년
20%

5-10년
31%

석사학위
65%

<개발협력분야 종사기간>
1년 미만
3%

20년 초과
14%
15-20년
12%

20년 초과
23%

1-5년
33%
15-20년
11%

10-15년
16%
5-10년
20%

10-15년
10%

자료: 저자 작성.

많은 국가에서 수원 총괄기관인 재무부 또는 외교부, 개발협력청 등이 조사
에 참여하였으며, 농림부, 보건부 등 정부 부처와 학교 및 연구소, 공공기관 등
원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담당자들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한 국가당 적게는 1개 기관에서 많게는 7개 기관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같
은 기관에서 다수의 응답자를 허용하여 응답자 개인의 특성에 따른 응답편의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별 응답 기관이 모든 수원 총괄기구
를 대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중점협력국 중 응답자 수가 한 명인 세네갈,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키스탄, 방
글라데시의 경우 개인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 인식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조사 결과를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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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범조사 결과
1) 한국 원조에 대한 전반적 인식수준
한국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긍
정적으로 평가했다(그림 5-3 참고). 페루, 콜롬비아, 라오스, 르완다, 세네갈
응답자는 한국 원조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다
만 캄보디아, 파키스탄, 몽골, 에티오피아, 모잠비크의 일부 응답자들은 한국
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림 5-3. 한국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 평가

자료: 저자 작성.

자국의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원조가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대체로 기술적 역량의 도움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유용한 정보의 제공, 이해관계자간 협의, 현지상황에 대한 이해에 대
해 긍정적으로 답했다(그림 5-4 참고). 그러나 사업승인과 이행 차원의 일원화
된 체계 및 사업 추진절차의 용이성 측면은 자국의 개발목표 달성에 상대적으
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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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자국의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 원조의 장점

자료: 저자 작성.

국가별로는 콜롬비아, 페루,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에서
기술적 역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용한 정보의 제공 측
면에서는 파키스탄, 세네갈, 우간다, 아제르바이잔의 응답자들이 다른 특징에
비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미얀마에서는 유용한 정보 제공에 대
한 만족도가 다른 특징에 비해 낮았다. 이해관계자간 협의는 볼리비아와 스리
랑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파키스탄에서 가장 낮았다. 일원화된
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세네갈과 우간다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캄보디아, 인도
네시아, 콜롬비아는 낮게 평가했다. 베트남과 아제르바이잔은 한국 원조 수행
시 현지상황에 대한 이해가 자국 개발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였
다. 반면 세네갈과 우간다는 현지상황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평
가했다. 콜롬비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추진절차의 용이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
다. 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네팔, 스리랑카에서는 추진절차의 용이성이 상
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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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한국 원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수준(국가별 분류)
주요 내용

매우 긍정적 인식

한국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페루, 콜롬비아, 라오스,

효과성 평가

르완다, 세네갈

자국의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

한국 원조의 장점

중립적/부정적 인식
(부정적) 파키스탄
(중립적) 캄보디아, 몽골,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

콜롬비아, 페루, 몽골,
- 기술적 역량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

방글라데시
- 유용한 정보 제공
- 이해관계자간 협의
- 일원화된 체계

파키스탄, 세네갈, 우간다,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스리랑카
세네갈, 우간다

- 현지상황에 대한 이해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 추진절차의 용이성

콜롬비아, 아제르바이잔

미얀마
파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세네갈, 우간다
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네팔, 스리랑카

자료: 저자 작성.

2) 한국 원조의 개발 효과성 인식
가) 주인의식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이 국가협력전략(CPS) 계획 단계
에서 수원국의 참여를 얼마나 요청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콜롬비아, 세네갈,
우간다는 상당 부분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파키스탄, 몽골, 아제르바이잔, 스
리랑카, 네팔의 경우 CPS 계획 단계에서 참여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기재정지출 계획의 공유를 통한 원조예측성 수준에 대해서도 역시 콜롬비아,
세네갈, 우간다 세 국가에서 상당히 예측 가능하다는 긍정적 응답이 높았다(그림
5-5 참고). 파키스탄, 페루, 몽골,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르완다, 탄자니아 등
7개 국가에서는 한국 ODA의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응답하였다.

158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그림 5-5. 원조 예측성

자료: 저자 작성.

나) 결과중심 접근(Focus on results)
원조사업의 실효성을 중시하는 결과중심의 접근 차원에서 수원국이 한국
ODA 평가의 각 단계(계획-수행-환류)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콜
롬비아, 세네갈은 모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5-6 참고). 볼
리비아, 네팔, 파키스탄은 전반적으로 모든 평가 단계에서의 참여가 상대적으
로 낮았다. 평가의 계획 단계에서는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파라과이가 다른 단
계보다 많이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가수행 단계에서는 우간다, 아제르
바이잔, 베트남, 가나, 파키스탄이 참여도가 높았다. 평가결과의 환류 단계에서
는 몽골, 방글라데시가 다른 단계에 비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6. 평가 참여 수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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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명성 및 책무성
투명성 증진 차원에서 한국은 얼마나 원조 정책을 공유하고 업데이트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콜롬비아와 세네갈은 상당 부분 공유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5-7 참고).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등 20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
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볼리비아와 몽골은 약간 공유한다고 응답하여 투명
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5-7. 투명성 및 책무성 인식

자료: 저자 작성.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한국이 현재 수행 중인 원조사업과 관련된 데이터(결
과 및 평가 데이터, 예측 데이터 등)를 얼마나 공유하고 공개하는지 묻는 문항
에 대해서는 콜롬비아만이 상당 부분 공유한다고 응답하였고, 볼리비아는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파키스탄, 몽골, 필리핀도 상대적으로 한국
ODA에 대해 책무성이 낮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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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한국 원조에 대한 개발효과성 인식수준(국가별 분류)
주요 내용
∙ 개발 우선순위 설정의 주인의식(ownership)

∙ 결과중심(focus on results)
- 계획
- 수행
- 환류
∙ 투명성 및 책무성
(transparency & accountability)

매우 긍정적 인식
콜롬비아, 세네갈,
우간다
콜롬비아, 세네갈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파라과이
우간다,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가나, 파키스탄

부정적 인식
파키스탄, 페루, 몽골,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네팔, 르완다, 탄자니아
볼리비아, 네팔,
파키스탄
-

몽골, 방글라데시

-

콜롬비아

볼리비아

자료: 저자 작성.

3) 한국 중점협력분야 지원성과
다음은 한국의 중점협력분야 지원성과에 대한 수원국의 인식과 각 분야별
원조 지원규모를 분석한 그래프이다(그림 5-8 참고). 각 그래프의 x축은 한국
의 분야별 원조가 수원국의 해당 분야 개발목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
며, y축은 한국의 분야별 원조가 수원국의 해당 분야 역량개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버블의 크기는 2019, 2020년 평균 한국의 분야별 상대적인
지원규모를 가시적으로 나타낸다. 국별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총 지원규모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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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한국 중점협력분야 지원성과에 대한 수원국 인식조사 결과(2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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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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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계속

주: x축은 한국의 분야별 원조가 수원국의 해당분야 개발목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함. y축은 한국의 분야별 원조가
수원국의 해당분야 역량개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함. 버블의 크기는 2019, 2020년 평균 한국의 분야별 지원규모임.
국별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총 지원규모가 큰 순서대로 나열함.
자료: 저자 작성; 예산규모는 관계부처 합동(2019, 2020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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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한국의 중점협력분야별 지원성과에 대해 높
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역량개발과 자국의 개발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
다고 응답하였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의 교육 분야와, 방글라데시, 아
제르바이잔의 통신 분야 등은 ODA 지원규모가 작아도 지원성과 지표에서 높
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교통, 지역개발, 물관리 및 위생, 에너지 분야에서 일
부 불만족 사례가 존재했다. 분야별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와 만족
도가 낮은 국가의 사례는 다음 [표 5-5]에서 제시하였다.
한국의 교통분야 ODA에 대해 콜롬비아는 개발목표 달성과 역량개발에의
기여 수준이 모두 낮다고 인식하였고, 파키스탄은 역량개발 측면에서의 만족도
는 높으나, 개발목표 달성 지원에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몽골과 세네갈은 한
국의 교통분야 ODA가 자국의 개발목표 달성에는 기여하였으나, 역량개발 차
원에서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지역개발 부문 ODA에 대해 아제르바이잔은 개발목표 달성과 역량개발에의
기여 수준이 모두 낮다고 인식하였고, 해당 중점분야 지원규모 역시 다른 중점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파키스탄은 지역개발 ODA가 역량개발 측면
에서 도움이 되었으나, 개발목표 달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가 중점 지원분야로 선정된 국가 중 파키스탄은 역
량개발 측면에서의 만족도는 높으나, 개발목표 달성 지원에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대로 아제르바이잔은 개발목표 달성 지원에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
나, 역량개발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에너지 분야가 중점 지원분야로 선정된 국가 중 파키스탄은 역시 역량개발
측면에서의 만족도는 높으나, 개발목표 달성 지원에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가나의 경우 에너지 분야 개발목표 달성 지원에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역
량개발 측면에서의 만족도는 낮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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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한국 중점협력분야별 예산 및 수원국 만족도(응답사례)
예산
중점협력분야

산업
에너지
교육

낮은 개발목표

낮은 개발목표

상대적으로

달성 기여,

달성 기여,

달성 기여,

작은 중점분야

낮은 역량개발

높은 역량개발

낮은 역량개발

콜롬비아

-

-

-

-

파키스탄

가나

-

-

-

-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

-

-

네팔, 파키스탄, 가나,
모잠비크
라오스,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물관리 및

-

보건위생
통신

만족도

지원규모가

방글라데시, 르완다,
아제르바이잔, 파라과이

높은 개발목표

교통

인도네시아, 몽골, 페루

콜롬비아

파키스탄

몽골, 세네갈

환경

인도네시아

-

-

-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

지역개발

캄보디아, 르완다,
아제르바이잔

주: 각 국가의 응답자가 해당 국가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하나의 사례로 간주할 수 있음.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한국 원조의 정책 개선과제 평가
2017년 한국의 OECD DAC 동료검토 수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으
로 도출된 정책과제 중, 수원국이 이행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해 개
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변화가 없는지, 또는 더욱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 개선과제에 대해 베트남, 파라과이, 우간다는 개선되
었다고 평가한 반면, 모잠비크와 탄자니아는 모든 항목에서 약간 악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표 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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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한국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수원국 만족도(응답사례)
정책 개선과제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평가강화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정책대화
심화

매우 개선

악화

콜롬비아, 세네갈, 베트남, 파라과이,
우간다, 르완다, 스리랑카, 미얀마,
필리핀
콜롬비아, 세네갈, 파라과이, 베트남,
우간다, 스리랑카, 네팔, 르완다,
아제르바이잔, 미얀마,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파키스탄,
탄자니아
파키스탄, 모잠비크,
탄자니아

타 공여기관과의 전략적

콜롬비아, 베트남, 파라과이, 우간다,

모잠비크, 페루,

정책대화 확대

르완다,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네팔

탄자니아

콜롬비아, 우간다, 파라과이, 베트남,

파키스탄, 모잠비크,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필리핀

탄자니아

사업수준의 의사결정 현장

베트남, 파라과이, 우간다,

파키스탄, 모잠비크,

분권화 강화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탄자니아, 페루

사업승인 과정 간소화

협력대상국 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제시하여
의사소통 증진

콜롬비아, 베트남, 파라과이, 우간다,

파키스탄, 모잠비크,

네팔, 르완다, 스리랑카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재외공관 혹은 현지사무소가

콜롬비아, 세네갈, 우간다, 베트남,

협력국 정부의 요청사항

파라과이, 르완다, 몽골, 스리랑카,

일원적 관리 조정

네팔

한국 ODA 목표 수행에
걸맞은 전문적 인력 제공

콜롬비아, 세네갈, 베트남, 파라과이,
우간다, 아제르바이잔, 몽골,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모잠비크, 페루,
탄자니아
파키스탄, 모잠비크, 페루,
탄자니아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항목별로 살펴보면(그림 5-9 참고), 한국 내 모든 ODA 시행기관에 대한 성
과관리 및 평가 강화 과제에 대해 콜롬비아와 세네갈은 매우 개선되었다고 평
가했고, 모잠비크와 파키스탄, 탄자니아는 약간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정책대화를 심화해야 한다는 과제에 대해 콜롬비아,
세네갈, 파라과이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응답했고, 그 외 국가들 대
부분은 약간 개선되었거나 그대로라고 응답했지만, 파키스탄, 모잠비크, 탄자
니아는 약간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타 공여기관과의 전략적 정책대화 확대 권고에 대해 콜롬비아만이 매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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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되었다고 응답했으며, 12개 국가는 약간 개선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
다. 평균적으로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국가는 모잠비크, 페루, 탄자니아이다.
사업 승인과정이 얼마나 간소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콜롬비
아와 우간다는 매우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 17개 국가는 사업승인 간
소화 과정이 약간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방글라데시와 우즈베키스탄은 평
균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탄자니아, 모잠비크는 약간 악화되었다
고 응답했다. 동 문항에 대해 파키스탄은 응답하지 않았다.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 현장 분권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한 국가도 없었다. 파키스탄의 경우 매우
악화되었다고 평가했으며, 모잠비크, 탄자니아, 페루도 역시 약간 악화되었다
고 응답했다. 현장 분권화 강화 과제는 DAC의 권고사항 중 가장 개선이 되지
않은 항목이다.
협력대상국 내에서의 의사소통 증진 과제에 대해서는 콜롬비아가 매우 개선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파키스탄은 매우 악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모잠비크,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은 의사소통이 약간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재외공관 혹은 현지사무소가 협력국 정부의 요청사항을 얼마나 일원적으로
관리 및 조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콜롬비아, 세네갈, 우간다는 매우 긍정적
으로 평가했으며, 파키스탄, 모잠비크, 페루, 탄자니아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ODA 목표 수행에 걸맞은 전문적인 인력을 제공하였는지
에 대해 콜롬비아, 세네갈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파키스탄과 모잠
비크, 페루, 탄자니아는 악화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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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정책 개선과제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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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제언
이 외에 한국 ODA 정책 개선을 위한 기타 제언사항에 대해 수원국 정부 측
은 크게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절차적 측면
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수원 총괄기관과의 정책대화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가나는 국가개발전략 이행을 위해 한국 원조기관들이 재무
부(수원총괄기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의
일부 ODA 시행기관과 가나의 수총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이었다.
라오스는 수원국 내 한국 원조기관 간 조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
으며, 에티오피아 역시 한국 내 원조기관 간 조화로운 시스템 내지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특히 현지의 절차와 상황에 맞도록 보다 유연
한 프로젝트 수행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세네갈은 현지 전문가와 한국 전문가 간 포용적 접근법으로 사업을 함께 설
계하고,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현지 전문가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구체
적인 방법으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 한국 전문가와 세네갈 전문
가 간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이 경험을 다른 사업
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몽골은 한국의 원조 프로젝트 승인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
며, 승인이 완료되는 동안 해당 사업의 중요성이 저하되거나, 수행기간 지연으
로 업무 범위를 수정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 모잠비크의 경우 한국이 지원하는 분야와 모잠비크의 개발
우선순위가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탄자니아 응답자
는 교육이나 훈련보다는 가시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요청하였다. 스리랑카의 경
우 통계 부서에서 ODA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리핀은 포스트 코
로나 시대 한국의 대필리핀 ICT 지원을 주요 협력분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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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경우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ICT 분야를 캄보디아의 토지관리와
도시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캄보디아의 소외지역 빈곤층
에 대한 거주지 ODA 지원을 요청하고, 가축에 대한 질병관리와 예방/치료 수
요를 언급하였다. 한국이 SDG 11번 과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정책
개발과 관련된 캄보디아 정부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 시사점
이상의 시범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항목별로 수원국 원조 정책담당자의 한
국 ODA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표 5-7 참고). 대부분의 국가
들이 한국 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파키스탄과 같
은 일부 국가의 응답자는 한국의 OD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긍정도 부정
도 아닌, 중립적 입장을 갖는 응답자들도 있었기 때문에(캄보디아, 몽골, 에티
오피아, 모잠비크 등) 현지에 파견된 각국별 원조담당자 및 재외공관의 ODA
담당관들은 이와 같은 오피니언 그룹과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 ODA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5-7. 한국 ODA 정책에 대한 수원국 인식 시범조사 결과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매우 긍정적 인식

중립적/부정적 인식

한국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

페루, 콜롬비아,

(중립적) 캄보디아,

라오스, 르완다, 세네갈

몽골, 에티오피아,

(부정적) 파키스탄

한국 원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적인 효과성 평가

모잠비크
자국의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 원조의 장점

-

-

콜롬비아, 페루, 몽골,
- 기술적 역량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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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계속
구분

주요 내용
- 유용한 정보 제공

한국 원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이해관계자간 협의
- 일원화된 체계
- 현지상황에 대한 이해
- 추진절차의 용이성
개발 우선순위 설정의 주인의식
(ownership)
결과 중심(focus on results)

한국 원조의
개발효과성

- 계획

인식
- 수행
- 환류
투명성 및 책무성
(transparency & accountability)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및 평가강화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정책대화 심화
타 공여기관과의 전략적 정책대화
확대
정책
개선과제
인식

사업승인 과정 간소화

매우 긍정적 인식
파키스탄, 세네갈,
우간다,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스리랑카
세네갈, 우간다

파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세네갈, 우간다

콜롬비아,

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세네갈,
우간다
콜롬비아, 세네갈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파라과이
우간다,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가나,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페루, 몽골,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네팔, 르완다, 탄자니아
볼리비아, 네팔
파키스탄
-

몽골, 방글라데시

-

콜롬비아

볼리비아

콜롬비아, 세네갈
콜롬비아, 세네갈,
파라과이
콜롬비아
콜롬비아, 우간다
-

강화
개관을 제시하여 의사소통 증진

미얀마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사업수준의 의사결정 현장 분권화
협력대상국 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중립적/부정적 인식

콜롬비아

모잠비크, 파키스탄,
탄자니아
파키스탄, 모잠비크,
탄자니아
모잠비크, 페루,
탄자니아
파키스탄, 모잠비크,
탄자니아
파키스탄, 모잠비크,
탄자니아, 페루
파키스탄, 모잠비크,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재외공관 혹은 현지사무소가 협력국

콜롬비아, 세네갈,

파키스탄, 모잠비크,

정부의 요청사항 일원적 관리 조정

우간다

페루, 탄자니아

한국 ODA 목표 수행에 걸맞은
전문적 인력 제공

콜롬비아, 세네갈

자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72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파키스탄, 모잠비크,
페루, 탄자니아

중점협력국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기술적 역량이 자국의 개발목표 달성에 도
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더 나아가 전문가 파견 시 프로젝트별 지원이 아
닌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현지의 전문가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
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적 역량을 비교우위로 삼고 파트
너 국가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원조 형태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중점협력분야별 지원성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높은 만
족도를 보였으며, 역량개발과 자국의 개발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교통, 지역개발, 물관리 및 위생, 에너지 분야에서 일부 불
만족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사정과 개발수요, 우리
나라의 공여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중점협력 분야를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경제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일부 분야에서 기존의
차관 지원규모가 작아 한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다자금융기관과의 혼합금
융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고려하여 개발성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원조의 개발효과성 평가는 중점협력 국가별로 차별화된 접근방식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선언의 글로벌 파트너십 원칙 중 주인의식에 대해서
는 부정적 응답 국가가 8개국에 달하여 다른 응답에 비해 가장 큰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타 국가에 비해 볼리비아, 네팔, 파키스탄은 평가 참여
수준이 낮아 결과중심 원조를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볼
리비아는 투명성 및 책무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
발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중점협력국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해 대체로 베트남, 파라과이, 우간다는 긍
정적 인식그룹에 속하며, 모잠비크와 탄자니아는 모든 항목에서 약간 악화되었
다고 평가하는 부정적 인식 그룹에 속한다. DAC의 권고사항 중 가장 개선이
되지 않은 항목은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 현장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이
어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측면에
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정부와의 정책대화 활성화(의사소통 증진)와 수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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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한국 원조기관간 조화(일원적 관리 조정)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한국 원조의 특징 중 추진절차와 일원화된 체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국가들이 더 많아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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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과제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 성과 평가를 통해 ODA 정책
의 개선과제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DAC 가입 이후 10여 년
간의 우리나라 ODA 성과를 주요 전략 및 정책의 이행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
토하였다. 장별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양적 성과를 살펴봤다. 2019년 우리나라
ODA 규모는 잠정 통계 기준 약 29억 달러인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ODA 연평균 증가율은 약 7%로 DAC 회원국 중 1위
이다. 그러나 GNI 대비 ODA 비중은 2019년 기준 0.15%로 DAC 평균인
0.3%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기 수립한 목표인 2020년 0.2%는 달성하기 어려
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9년부터 ODA의 증여등가액이 DAC의 공식 통
계로 보고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 ODA 증여등가액은 현금 흐
름 대비 약 3.6% 감소한 수준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유상차관 지출에
서 기인하는데, 증여등가액 방식하에서는 수원국 소득수준에 따라 양허성 차관
의 증여율과 할인율을 달리 운영하고 상환액 처리 방법이 현금 흐름 보고방식
때와 상이하므로, 향후 ODA 양적 목표 설정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발재원 확대 차원에서 공여국의 민간재원 동원 노력, 즉 PSI도 ODA로
보고되므로 경협증진자금(EDPF)을 비롯하여 개발금융수단을 활발하게 운영
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개발협력 관련, 정부가 수립한 주요 전략과 정책을 검토했다.
먼저 DAC의 동료검토 틀을 준용하여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비전, 원칙과
방향성, 의사결정의 근거로서 위상을 평가하였다. 기본법에 명시된 국제개발
협력의 기본정신이 기본계획에는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비전으로 제시되었는데, 5년간의 중기적 전략방향을 드러내기에는 다소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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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 SDGs 달성을 위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접근,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 원칙을 기본계획이 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표
면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상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원칙의 성
격보다는 중요한 모든 사항을 열거하는 형식에 치중한 편이다. 의사결정의 근
거로서 기본계획은 ODA 목표와 유ㆍ무상, 양ㆍ다자 비율, 지역별 배분, 중점
협력국을 제시하였으나, 계획의 시한이 종료된 시점에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틀이 존재하지 않아 성과에 대한 평가가 양적 실적 확인에 그칠 뿐이다.
국가협력전략은 1기(2011~15년) 26개, 2기(2016~20년) 24개 중점협력
국에 대해 국별로 각각 수립되었다. 정부의 ‘전략’임에도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문서는 수원국에 대한 지원계획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성과 모니터링 및 평
가 방안을 담고 있다. 1기와 2기 전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계획을 서술하
는 방식인데, 2기에는 협력분야가 강조되었으나, 분야별 목표와 수원국 발전
전략과 연계성은 모호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대개도국 협력전략으로
서 CPS는 시행기관의 사업발굴지침에 불과하다는 일반적인 평가에 주목하고
타 공여국 사례 조사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수립한 주제ㆍ이슈별 전략 중 본 연구의 대상은 다자협력과 취약국
지원전략이다. 또한 별도의 전략문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범분야 이슈로서 중
요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 이행성과를 검토하였다. 다자협력의 경우, 2016년
전략에 제시된 정책방향의 이행 수준을 관련 통계와 최근 수행된 선행연구 결
과를 통해 검토했다. 취약국 지원전략이 마련된 시점은 2017년인데, 직후 수
검한 2018년 DAC 동료검토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개선의 여지
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AC 동료검토의 후속조치로서 취약국
지원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관련 범정부 차원의 전략문서 또
는 정책 및 지침은 2012년 DAC 동료검토 당시부터 제안된 사항이나 현재까지
도 부재하다. 다만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의제가 종종 상정되
며, 시행기관들 차원에서는 정책문서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중이다. 전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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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후변화 양상이 심화되면서 타 공여기관들은 기후변화 관련 개발협력 전
략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시 예측하기 어려
운 기후변화의 위험을 개발협력에서 인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
했다.
제4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근간이 되는 성과관리체계 실
태를 점검하였다. 법ㆍ제도적 프레임워크가 갖춰져 있으며, 특히 최근 ｢국제개
발협력기본법｣ 완전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강화, 즉 평가 결과와 시행계획과의
연계를 명시한 것은 우리나라 개발협력 성과관리체계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40여개가 넘는 시행기관들 간의 평가 여건 및 품질이 상이
한 점, 평가기준이 국제적인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점, 국제개발협력위원
회가 주관해야 할 전략ㆍ정책ㆍ기관 등 상위평가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은 개선
이 필요한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본 연구는 수원국 현지 이해관계자 대상 정기적인 인
식도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여전히 수원국 발전목표와 개발 우선
순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평가로부터 비롯된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에 대한 현지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고 조사결과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설문을 구성하여 제안하였다(△ 개발 우선순위 분야 인식 △ 한
국 원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 한국 원조효과성 인식 △ 개발 성과 평가 △
한국원조의 정책과제 평가). 주요 중점협력국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조사 결과도 소개하였다.

2. 정책 과제
이 절에서는 장별로 도출된 개선과제를 △ 전략 및 정책의 이행 △ 성과관리
△ 수원국 인식조사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178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가. 전략 및 정책 수립과 이행
2020년 주요 국가 차원의 개발협력 전략ㆍ정책의 이행 종료시한이 도래함
에 따라 현재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중
점협력국이 재지정 작업이 완료되면 2021년부터는 국별 3기 국가협력전략
(CPS) 작성이 시작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비전, 목표, 이
행원칙을 담은 문서로서 40개가 넘는 시행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
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 기본계획이 시행기관들에
게 최상위 지침으로서 위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모호한 비전, 구체성이 떨어지는 목표, 백화점식으로 모든 중요한 원칙을 나열
한 문서는 계획 자체의 실행력을 떨어지게 했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강조된 통
합적 접근은 추진체계의 통합에 초점을 둔 나머지 목표 자체가 포괄적인 SDGs
및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기후변화 등 범분야 이슈에 대한 지원 방향성을 제시
하지 못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SDGs 달성을 위한 정책일관성이 강조되고 있
음에도 우리 기본계획은 분야별 정책, 타 대외정책과 정책일관성을 어떻게 달
성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포함하지 않는다. 기본계획은 부처와 개별 시행기관들
이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에 주력하는 동안 놓치게 마련인 개발협력의 궁극적
인 목적과 우리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원칙을 담은 시행기관의 핵심
참고 전략문서로서 위상을 갖춰야 한다.
국가협력전략(CPS)은 주요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핵심 전략문서임에도 실
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과거 선행연구들에서 실효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이 제시되었으나, CPS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는 찾기 어렵다. 오
히려 KOICA와 EDCF는 기관 차원의 주요 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을 수립하
여 운영하는 상황이다. 수원국 현지 사무소가 있는 시행기관들은 현장의 수원
여건과 수요에 접근하기 용이하며,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전략 수립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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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동안 CPS 역시 두 기관의 현지 사무소가 전략을 작성하는 데 있어 큰 역
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CPS가 시행기관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으
로서 큰 그림을 제공해야 한다면, 기존의 CPS 작성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수원국 분석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수원 여건(정치ㆍ경제 상황), 해당 국가
에 대한 타 대외정책과 연계성, 우리나라의 공여 경쟁력,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비교우위에 따라 도출된
8대 중점 협력분야를 수원국마다 인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수원국 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성과 목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 모두 수립 이후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종료
시한이 도래하면 차기 계획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까
지는 이행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성과 목표와 지표가 설정
되어 있지 않아 종료 시점인 현재 전략에 대한 평가는 지원규모와 같이 양적 실
적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5년 후 현재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
해서는 신규 계획과 전략을 마련할 때 로드맵 또는 연도별 추진계획을 포함시
킬 필요가 있다. 전략이 세운 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지표들을 설
정하고 모니터링 과정과 평가 시점에 지표 값을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다.

나. 성과관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완전 개정에 따라 계획과 평가의 연계 움직임은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시행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시행계획을 심사ㆍ의결할 때 고려해야 하며
(제16조 4항), 주관기관인 국무조정실은 위원회가 위임하는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제13조 4항).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만, 현재까지는 평가 자체에 의의를 둔 측면이 강하다. 앞으로 계획의 심사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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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권자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본 연구는 평가 품
질 제고가 급선무임을 강조한다. 시행기관의 인력, 조직, 예산 등 평가 역량 강
화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SDGs를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DAC 평가기준을 속히 우리나라 개발협력 평가
기준에도 반영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성과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현 ODA 통합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별 성과지표와 산출
물뿐 아니라 기초선과 종료선을 관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성과관리 관련,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기능 강화와 역할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비롯하여 현재 논의
는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상위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국제개
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성과관리 체계와 역량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
가 있다. 과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의 평가에 대해서는 위탁에 의존하
는 추진방식, 평가예산, 평가보고서 활용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어 왔기 때문이다. 주관기관의 기능 강화가 시행기관의 자체평가를 세세하게
관리한다거나 개별 사업의 성과에 연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무조정
실에 새롭게 설치될 평가부서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전략적 사고를 갖
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 수원국 인식조사
정부는 수원국의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원 총
괄기관-재외공관-시행기관 간 협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협의 채널의 실효
성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사업 발굴 과정에서 수원국의 의견을 듣는 제도
적 장치는 마련된 것에 반해 우리나라 지원의 성과를 비롯한 협력관계에 대해
수원국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지는 않는다. KOICA의 수원국 만족도조사나 개
별 사업에 대한 종료 또는 사후 평가 시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지긴 하나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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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원에 대한 수원국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을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설문은 부산 HLF에서 채택된 글로벌 파트너십
(GPEDC)의 주요 4대 원칙(주인의식, 결과 중심,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과 이를 계승한 나이로비 GPEDC 이행점검 원칙을 기본 틀로 삼
고,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들 중 수원국 의견이 의미가 있는 항목들(△ ODA
시행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강화 △ 수원국 정부 및 타공여기관과의 현
지 정책대화 심화 △ ODA 사업승인 절차 간소화 및 현장권한 강화 △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개발효과성 제고 및 수원국과의 의사소통 증진 △ 개발협력
관련 역량/기능 검토 및 인력계획 수립)을 설문에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중점협력국의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조사를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수준의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설문의 결
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 ODA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이
국별로 차이를 나타냈고, 수원국 주인의식 항목에 대한 답변이 전반적으로 낮
게 나타난 점,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개선사항으로서 사업 단위의 의사결정의
현장 분권화, 절차적 측면에서 정책대화 활성화, 우리 시행기관간 조화 등의 응
답은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처럼 수원국에 대한 인
식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조사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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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표 1. 한국 ODA 지원 추이(1987~2019년)
(단위: 백만 달러(실질가격), %)

연도

총 ODA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2.58
62.82
54.00
93.86
83.44
110.07
154.89
180.51
141.67
185.67
253.10
348.62
524.30
342.34
475.21
470.56
565.04
598.78
915.52
562.13
763.75
1,021.48
1,143.43
1,431.43
1,537.33
1,856.39
1,975.78
2,004.77
2,149.30
2,513.71
2,363.00
2,533.80
2,887.79

양자원조
무상
3.13
3.81
5.27
5.00
36.49
44.49
45.47
49.54
57.85
61.70
71.82
68.72
61.65
71.22
87.15
103.32
207.29
281.98
374.15
283.76
374.36
447.37
493.23
680.93
645.56
806.04
877.86
914.15
976.28
1,067.18
1,067.54
1,131.03
-

유상
..
..
2.84
13.80
9.41
20.40
38.11
27.83
25.34
82.64
78.07
165.55
150.38
130.16
210.76
235.33
161.85
180.59
193.60
156.05
174.61
254.81
334.45
426.37
515.61
583.27
614.18
613.75
692.00
690.63
690.06
778.97
-

총
3.13
3.81
8.11
18.80
45.90
64.88
83.58
77.37
83.20
144.34
149.89
234.26
212.03
201.39
297.92
338.65
369.14
462.57
567.75
439.81
548.97
702.18
827.68
1,107.31
1,161.17
1,389.30
1,492.04
1,527.90
1,668.28
1,757.81
1,757.60
1,910.00
-

다자원조
49.40
58.94
45.93
75.06
37.68
45.28
71.42
103.18
58.48
41.39
103.22
114.33
312.22
140.86
177.22
131.91
195.90
136.34
347.82
122.36
214.78
319.29
315.76
324.10
376.14
467.10
483.74
476.87
481.02
755.90
605.40
623.80
-

ODA/GNI
(%)
0.02
0.02
0.02
0.02
0.02
0.02
0.03
0.03
0.02
0.03
0.04
0.05
0.07
0.04
0.06
0.05
0.06
0.06
0.10
0.05
0.07
0.09
0.10
0.12
0.12
0.14
0.13
0.13
0.14
0.16
0.14
0.14
0.15

주: 2019년은 잠정통계 기준. 총 ODA 및 다자원조, ODA/GNI 통계는 Total flows by donor (ODA+OOF+Private)
[DAC1]에서 추출하였으며, 양자원조 및 유무상 원조 통계의 경우 Aid (ODA) disbursements to countries and
regions [DAC2a]에서 추출하였음. DAC1의 양자원조 통계와 DAC2a의 총지출액 총합계는 유사하나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본 표의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 통계의 합이 총 ODA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OECD.Stat. Total flows by donor (ODA+OOF+Private) [DAC1], Aid (ODA) disbursements to countries
and regions [DAC2a](검색일: 2020. 10. 28).

194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부록 • 195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1

무상원조

2000

2003
유상원조

2002

주: 무상원조는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 포함.
자료: OECD.Stat. Total flows by donor (ODA+OOF+Private) [DAC1](검색일: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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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 Total flows by donor (ODA+OOF+Private) [DAC1](검색일: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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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Korea as an OECD DAC Member: 10-Year Achievements
and Way Forward
Jione Jung, Jisun Jeong, Ju Young Lee, Jihei Song, Aila Yoo, and Hyeon-Yang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long-term policy direction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an evaluation of Korea’s
ODA performance over the past 10 years. Korea’s achievements in
the area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ince joining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implementing major strategies and policies.
The main contents of each chapter are summarized as follows.
Chapter 2 examines the quantitative resul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Korea. From 2009 to 2018, Korea’s ODA average
annual growth rate was about 7%, ranking first among DAC
member countries. However, the ratio of ODA to GNI is 0.16% as of
2019, which is less than the DAC average of 0.3%,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the established target of
0.2% in 2020.
Chapter 3 conducte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major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and policies establish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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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 The government’s “Mid-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it can
clearly provide the vision, principles, and basis for decision-making
to be followed by several ODA-implementing agencies. Strategic
documents for each priority partnership country, sector, or issue
should go beyond their declarative purpose and increase their
practical use.
Chapter 4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ODA evaluation
system in Korea. Korea’s OD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has achieved significant achievements in establish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However, at the level of the ODA implementing agency, it was found that additional efforts were
needed to expand the impact of the ODA projects, such as securing
the necessary evaluation budget and organization, and strengthening
expertise and the data collection system.
Finally, Chapter 5 presents the results of an online survey on the
Korean ODA policy from major policy officers in partner countries.
The survey shows that resolving Korea’s segmented system in the
field and promo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e the most urgent areas for Korea to improve. This report argues
that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ensure that Korean ODA fully
considers the development goals and priorities of the recipient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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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한 만큼, 한국은 신흥 공여국에서 중견 공여국으로의 위상 전환을 위해 개발협력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성과를 양적 측면 이외에 전략 및 정책 이행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개선과제 및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ODA 성과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가협력전략, 분야별 전략 등 주요 전략과 정책의 이행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ODA 성과관리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한국 ODA 정책에 대한 수원국 인식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ODA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인식 개선
및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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