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한국의 대 아프리카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자(연도): 박영호(2007)

-연구목적: 아프리카 시장의 전략적 가

치를 조명해 보고, 한국의 분야별 진출 

로드 맵 제시

-문헌조사 및 현지 조사

-아프리카 전문가회의

-뉴프런티어 시장으로서 아프리카가 

지니는 전략적 또는 다중적 가치 조

명

-세계 주요국의 대 아프리카 접근 전

략 특징

-아프리카와의 협력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

-분여별 한국의 대 아프리카 주요 정

책과제 제시

기본연구과제명: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

 ▣ 연구책임자

       박영호 전문연구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프리카가 21세기 New Frontier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음

  □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고조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은 原論的인 수준에 논의되어 왔는

바, 實踐的인 정책제시가 필요함

  □ 아프리카가 우리에게 주는 다중적 가치를 조명해 보고, 향후 한국이 지향해야 

할 협력과제를 고민할 시기임

    

  □ 한국의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관한 Road Map 제시

    ◦ 전략국가별 개발수요 파악을 통한 ODA 운영방안 제시

     

    ◦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 아프리카 협력모델을 도출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2

-과제명:『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 現

況 및 정책방향』

-연구자(연도): 이창재(1995)

-연구목적: 세계적인 개발원조 흐름 속

에서 그 동안의 한국 ODA를 평가해 

보고 향후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국내외 문헌조사

- ODA 전문가 자문회의

-경제협력에 있어 공적개발원조의 함

의

-ODA 지원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정립

-공적개발원조의 세계적 흐름과 유형

별 추이

-한국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기존방향 

제시 

-총론수준에서 big picture를 제시하고 

있음(각론 또는 국가별로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음)

3

-과제명:『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

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연구자(연도): 권율외(2006)

-연구목적: 국제개발협력의 주요쟁점들

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이 나아가야할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제시

-ODA 이론 모형의 사용

-국내외 문헌조사

-전문가 풀 회의

-국제개발협력의 주요이슈와 쟁점 파

악

-ODA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한 원

조모형의 결정요인 규명

-우리나라 ODA 현황과 평가

-대외원조정책의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한국형 원조모델을 제시함

본 연구

-한국의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 로드 맵

-국가별 상황에 맞는 실천적인 개발협

력 방안 제시

-국내외 문헌조사, 현지 정부기관 및 

원조담당기관 방문, 전문가 워크샵 

등을 통한 정책개발

-대상국가 관련기관들을 방문, 산업

별 개발수요를 면밀히 조사함

-아프리카 전문가 풀 활용

-한국의 개발원조가 잘 접목될 수 있

는 전략국가의 선정

-대상국가의 개발환경 분석 및 개발협

력 니즈 파악

-대 아프리카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의 

도출

-핵심국가별 협력유망섹터를 발굴하고, 

중장기적/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개발에 초점을 둠

  

 ▣ 주요 연구내용

  □ 전략적 협력국가의 선정 

  □ 전략적 협력국가의 개발환경 및 분야별 협력니즈 파악

  □ 국가별 협력유망섹터 발굴

 

  □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개발전략 특징 

  □ 한국의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 운용전략의 도출

    ◦ 전략적 협력국가(Strategic Cooperation Countries: SCC), 개발협력국가



(Development Cooperation Countries: DCC) 등으로 분류, 차별화된 전략 

제시

 ▣ 연구추진방법

  □ 현지 방문조사 등을 통한 개발협력 니즈 파악

  □ 아프리카 전문가 풀 활용 및 아프리카 워크숍 개최

 ▣ 기대효과

  □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실천적인 정책도출 

  □ 대 아프리카 한국 개발협력 모델의 도출

 ▣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구성

     박영호 외 3인 (외부연구기관 참여 계획)

  

 ▣ 연구기간

      2008. 1.～ 2008.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