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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의 도입이
한국 ODA의 질적 성장에 미치는 향1)

박 지
국제개발연구소

As Korea has become a OECD/DAC member country since 2010, it has a

responsibility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rules. That means Korea

simultaneously needs to pursu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of its ODA.

Looking back on Korea's ODA history, it achieved impressive quantitative growth.

In order to be in range with advanced donor countries, however, Korea should

evaluate its current ODA system and discuss how to improve its quality. This

paper has reviewed the results of qualitative evaluations of Korea's ODA and

expected the influence of appropriate technology on the development of Korea's

ODA.

1. 서론
한국은 2010년부터 정식 OECD DAC 회원국이 됨으로써 ODA 실행에 있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한국 ODA가 양적 성장뿐 아

니라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함을 의미한다. 원조에 있어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선진공여국이 되기 위하여

더 큰 보폭으로 걸어야 할 것이다. 이 에서는 파리선언의 측정지표와 브루킹스 연

구소의 ODA 질적평가 보고서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한국 ODA에 대한 질적 평가의

결과를 돌아보고, 적정기술을 ODA에 접목하여 어떻게 향후 한국 ODA의 발전에

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파리선언의 5대 과제 측정 지표

2.1. 개관
파리선언은 2005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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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에서 채택된 것으로 개발원조 효과 증진을

위한 공여국 및 수원국 모두의 역할을 규명하고 있다. 파리선언은 1980년대 이후 공

여국들 사이에서 원조피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논의되었던 많은 회의들의 결과

라고도 할 수 있겠다. 특히, 파리선언은 제1차 원조 조화 고위급 포럼에서 채택된 로

마선언을 발전시켰다. 또한, 파리선언은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한 5가지 원칙과 공여

국, 수원국이 실행해야 할 56개 사항을 명시하고, <표 1>와 같이 그 중에서 12개의

성과지표를 2010년까지 달성하도록 합의하 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표 1. 파리선언 5대 원칙 및 12개 세부지표>2)

5대원칙

주인의식
(Ownership)

원조일치
(Alignment)

1. 수원국의 구체적인 국가개발전략
수립

- 중기 재정지출 및 연간예산이 반 된
국가개발전략을 갖고 있는 국가 수

- 수원국의 75% 이상이 구체적인
국가개발전략수립

2.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
- 신뢰할만한 공공조달시스템과 공공재

정관리시스템(PFM)을 지니고 있는
국가 수

(a)PFM : 수원국 50%가 공공재정관리
시스템 한 단계 이상 상승

(b)공공조달 : 수원국 1/3이 공공조달
평가 한 단계 이상 상승

- 국가예산에 보고된 분야에 85%
이상 지원

3. 수원국 예산의 통합된 원조
- 수원국 국가예산에 보고된 분야에

지원된 원조자금 비율

4. 조율된 지원을 통한 수원국 역량강화
-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과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개발역량지원 비율

5(a). 수원국 공공재정관리(PFM)
시스템 활용

- 수원국의 공공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공여국 수와 원조자금의
비율

- 국가 수
동 시스템이 5인 경우 : 모든 공여국 사용
동 시스템이 3.5-4.5인 경우 : 공여국의 90%
사용

- 원조자금 비율
동 시스템이 5인 경우 : 동 시스템 사용하지
않는 원조자금 2/3 감소
동 시스템이 3.5-4.5인 경우 : 동 시스템
사용하지 않는 원조자금 1/3 감소

- 기술협력자금의 50% 이상을 국가
개발전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지원

12개 지표 2010년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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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원칙

원조일치
(Alignment)

원조 조화
(Harmonization)

성과관리
(Managing
for Results)

상호 책임성
(Mutual

Accountability)

- 프로젝트수행조직의 수 2/3 감축

- 50% 이상을 일정에 따라 집행

6. 프로젝트수행조직 중복회피를 통한
수원국 역량강화

- 프로젝트수행조직(PIU)의 수

7. 원조의 예측가능성 제고
- 합의된 일정에 따라 집행되는

원조자금의 비율

9. 공여국 간 공동합의 및 공동절차 활용
- 프로그램원조(PBA)로 제공된 원조의

비율

10. 공여국간 공동 분석 유도
- 공여국간 공동 현지조사 및 공동국가

분석 비율

11. 성과중심체계 구축
- 국가개발전략과 분야별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모니터링 가능한
평가시스템을 지닌 국가 수

12. 상호 공동책임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합의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국가 수

- 모든 수원국이 공동평가 수행

- 평가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는
국가를 1/3까지 감축

(a) 공동현지조사 40%까지 실시
(b) 공동분석연구 66%까지 실시

- 프로그램원조 비율을 66%까지 확대

8. 원조의 비구속화 확대
- 비구속화 비율

- 지속적 향상

5(b). 수원국 공공조달시스템 활용
- 수원국의 공공조달시스템을 활용
하는 공여국 수와 원조자금 비율

- 국가 수
시스템이 A인 경우 : 모든 공여국 사용
시스템이 B인 경우 : 공여국의 90%가 사용

- 원조자금 비율
시스템이 A인 경우 : 동 시스템 사용하지 않는
원조자금의 2/3 감소
시스템이 B인 경우 : 동 시스템 사용하지 않는
원조자금의 1/3 감소

12개 지표 2010년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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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원조효과성 작업반(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은 2006년과 2008년

공여국과 수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파리선언의 12개 성과지표에 대한 이

행 정도를 평가하 다. 2006년 조사에는 34개 파트너 국가와 55개 공여국이 참여하

여 추후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만들어졌고, 2008년 조사에는 55개 파트너

국가와 33개 공여국이 참여하 다. 파리선언이 완료된 후 2011년에는 최종 모니터링

을 통해서 파리선언의 합의 내용의 이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도출할 예정이며 파리선

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을 지지했던 모든 참여국들이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서 모아진

자료는 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에 상정하게 된다.3)

2.2. 한국의 파리선언 이행평가 결과
우리나라도 파리선언의 가입국으로서 파리선언에서 채택한 5가지 목표 달성을 위

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한국은 2006년 파리선언 모니터링 설문에

서 3개국4)에 대한 설문에 참여하 고, 2008년에서는 13개국5)으로 대상 국가를 늘려

서 참여하 다.6) 해당국가의 유, 무상 원조 기관에서 실시한 내용의 자료를 공관에서

취합하 다.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2008년 모니터링 참여를 위해 대상국 공관과 사

무소에 설문조사에 대한 지침과 파리선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

는 등의 노력을 기울 으나, 여전히 파리선언 등 국제적 개발 동향에 대한 인식과 이

해 부족으로 인해 타 공여국과 같은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못하 다.7)

2006년 한국의 파리선언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제한된 조사 대상에도 불구하

고 원조일치와 조화에 대한 한국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보여주었다. 수원국의 우선순

위에 맞춘 원조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3은 12%로, DAC국가들의 평균인 8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표 4, 일치되고 조정된 기술원조는 74%수준이고, 수

원국 공공재정관리(PFM) 시스템 활용에 대한 지표 5a는 45%로 DAC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원조 일치에 대한 내용은 한국이 앞으로 개선시켜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은 수원국 공공조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조의 예측가능 점수가 낮고, 구속성 원조가 높은 편이다.8)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2008년 조사결과는 2006년에 비하여 각 부문에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에는 기술협력을 나타내는 지표 4만 눈에 띄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나머지 지표에서는 저조한 결과를 보 는데, 이것은 모니터링에 대한 준비

부족과 지표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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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흥공여국 입장이었던 한국의 파리선언 이행 결과가 저조한 것은 상당부

분 수긍이 된다. 그러나 파리선언에서 요구하는 각 사업 수행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우

리나라가 선진공여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1년 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의 개최국으로서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3. 브루킹스 연구소의 공적개발원조(ODA) 질적 평가보고서

3.1. 개관
브루킹스 연구소12) 산하의 세계경제개발연구원(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at Brookings)와 국제개발(Center for Global Development)는 2010년 10월 5일

<표 2. 한국의 파리선언 이행 평가내용>10)

2006

3 수원국 예산에 통합된 원조 12% 88% 34% 48%

4 수원국 프로그램에 일치하는 기술협력 74% 48% 79% 60%

5(a) 수원국 공공재정관리(PFM)시스템 활용 45% 40% 10% 45%

5(b) 수원국 공공조달시스템 활용 0% 39% 5% 43%

6 평행 PIU의 숫자 0 - 11 160111)

7 예측 가능한 원조 12% 70% 19% 46%

8 비구속성 원조 - 75% - 88%

9 PBA의 비율 0% 43% 1% 47%

10(a) 공동 조사 실시 0% 18% 15% -

10(b) 공동 국별 연구 실시 - 42% 0% -

2008

DAC
평균

'06, '08년
설문동시
참가자평균

한국한국

지 표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sessment’보고서를 발표하 다. 이

보고서는 DAC 23개 회원국과 150개가 넘는 원조 기관을 대상으로 국제사회에서 논

의되는 양질의 원조가 되기 위한 4가지 항목(Maximizing Efficiency, Fostering

Institutions, Reducing Burden, Transparency and Learning) 아래 총 30가지의 세부

평가항목을 정하여 원조의 질을 평가하 다. 순위는 각 항목별로 확인가능하며 원조

의 질에 대한 다이아몬드표는 4가지 항목에 대한 각 국가와 원조기관을 잘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원조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연구인 DAC의 동료평가

(Peer Review)는 각 국가의 원조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각국

마다 다른 시기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할 수 없는 점과 다자기구는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2008년 원조 데이터를 기준으

로 국가 간의 원조의 질적 평가를 정량화하여 비교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보고

서는 각 국가 혹은 원조 기구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

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4가지 평가 항목은 파리선언의 내용과 관계가 깊으므로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선언 같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잘 이행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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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브루킹스 연구소 평가 기준>14)

평가항목

효율성 최대화
(Maximizing Efficiency)

빈곤국에 대한 원조 할당

거버넌스를 잘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 할당

낮은 행정 비용

높은 CPA비율

비교 우위가 있는 국가에 지원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에 지원

국제 공익 시설에 대한 지원

비구속성원조 비율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원조

원조실시기구 이용의 방지

수원국 예산에 활용된 원조

좋은 운 전략을 이용한 원조

수원국 제도 발전
(Fostering Institutions)

세부항목



3.2. 한국의 브루킹스 질적 평가 결과
평과결과, 한국은 비교 대상인 전체 31개 국가·기관 중 수원국의 제도적 발전 항

목을 제외한 나머지 세 항목에서는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은 낮은 행정비용을 유

지하는 것과 조화된 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외의 다른 분야에

서는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15) 경향신문은 한국이 이와 같이 하위권을 기록한 것

은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할 때 DAC가 권고하는 원조기준을 완전히 충족한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가입하 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 다.16)

이에 비하여 평가 대상 중 아일랜드가 유일하게 4개 항목에 모두 상위 10위에 들었

고,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3개 항목에서 10위권을 유지했다. 4개 항목에서 하위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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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수원국 제도 발전
(Fostering Institutions)

원조 관계의 중요도

원조기구의 분산화

중간 프로젝트 규모

다자기구 지원

공동 미션

공동 연구 실시

프로그램형 원조의 활용

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가입

프로젝트 제목과 내용 기록

프로젝트의 세부내용 제공

원조 제공 방식에 대한 정보제공

원조 지급액에 대한 정보 제공

프로젝트 정보 제공

좋은 모니터링, 평가 체제

수원국의 시스템 사용

기술협력의 조화

계획된 원조가 실제 공여된 정도

미래의 예산 계획의 보급

수원국 행정부담 감소
(Reduc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원조 투명성
(Transparency and learning)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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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미국·그리스·스위스가 있었다.17) <그림 1>은 한국과 아일랜드 원조의 질적

평가를 비교하 다. 여기서‘0'은 평균값을 나타내며, (-)는 평균이하, 그리고 (+)는

평균이상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의 ODA는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성장

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4. 주요 국가 평가 결과>18)

한국 30위 16위 31위 30위

미국 27위 30위 28위 24위

일본 14위 13위 27위 20위

덴마크 13위 5위 10위 4위

아일랜드 7위 1위 7위 3위

효율성 최대화
(Maximazing
Efficiency) 

수원국 제도발전
(Fostering
Institutions) 

수원국
행정부담 축소
(Reducing
Burden) 

원조 투명성
(Transparency
and Learning) 

(출처 : 세계개발(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홈페이지)
(안쪽 : 한국, 바깥쪽 : 아일랜드)

그림 1. 한국·아일랜드 원조의 질적 평가 비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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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대 평가항목별 결과
‘효율성 최대화’부문에서 한국은 31개 비교 대상 국가와 기관 중 30위를 차지하

다. 한국은 구속성 원조 부문에서 스페인과 함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아시아의

중소득국가에 원조가 집중된 것이 지적되어 빈곤국에 대한 원조 할당 정도가 낮게 평

가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원조가 빈곤이나 거버넌스 보다는 파트너 국가와의 친

성, 과거 역사, 문화적 연결성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이 드러났다.20)‘수

원국 제도 발전’부문에서 한국은 기술협력 지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예측

가능한 지원에 관하여는 저조한 실적이었다.21)‘수원국 행정부담 감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IFAD, IDA와 같은 다자기구가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한국은 최하위를

기록하 다. 다자기구가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예산지원이나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정도가 높은데 반하여22), 한국은 프로그램 원조 실적이 없고 사업의 규모가 작아

낮은 평가를 받았다.23)

4. 적정기술 도입에 따른 ODA 질적 평가 예상치
적정기술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지만

ODA에 활용할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현지인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관계를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ODA에서 적정기술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향후 방향을 지켜봐야겠지만, 적정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

려했을 때 일부 평가항목에 있어서 질적인 성장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결

과적으로 국내외에서 한국 ODA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여

기에서는 적정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ODA 평가지표가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한다.

4.1. 파리선언 이행에 대한 평가
파리선언의 12개 지표 중 공여국의 책임에 해당되는 역을 살펴볼 때, 대체적으로

전 역에 걸쳐 적정기술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4, 6, 7, 9, 10번 지표에 대한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4번 지표는 지난 2006

년과 2008년 조사 때에도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수원국 상황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적정기술 도입으로 수원국 프로그램에 일치

하는 기술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적정기술은 연계사업들 간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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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필수적이므로 이런 협력사업을 통해 6번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

정기술을 활용한 원조는 여러 원조양식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의 프로그램 방식을 도

입을 지향하므로 9번 지표에 긍정적인 향과 함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적정기술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적정기술과 개도국에 대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므로 다른 양자, 다자 원조기관이나 NGO

들과의 공동노력이 늘어나게 되어 10번 지표에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구속성원조 비율의 경우, 현재 한국은 구속성과 부분적 구속성원조가 98%에 달

하여 다른 DAC회원국들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5년

까지 점진적으로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원조 늘려‘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권고사항을 지켜나가기로 약속하 고,24)

2015년까지 비구속성원조를 75%수준으로 확대할 구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25) 그동

안 구속성 원조는 지원된 원조의 상당액이 다시 공여국으로 환류되는 문제가 있지만

<표 5. 파리선언 이행 평가>

지표
높다 보통 미미

적정기술 도입에 따른 효과

3 수원국 예산에 통합된 원조

4 수원국 프로그램에 일치하는 기술협력

5(a) 수원국 공공재정관리(PFM)시스템 활용

5(b) 수원국 공공조달시스템 활용

6 사업 중복시행 부서 숫자

7 예측 가능한 원조

8 비구속성 원조

9 PBA의 비율

10(a) 공동 조사 실시

10(b) 공동 국별 연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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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의 기업들이 수원국에 진출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용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초기화 단계인 적정기술에 대한 기술 활용력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 원조

조달시장을 개방하거나 수원국의 공공조달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조달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비구속성원조비율을 늘려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2. 브루킹스 연구소의 공적개발원조의 질적 평가

<표 6. 브루킹스 연구소의 공적개발원조의 질적 평가>

세부항목평가항목
높다 보통 미미

적정기술 도입에 따른 효과

빈곤국에 대한 원조 할당

거버넌스를 잘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 할당

낮은 행정 비용

높은 CPA비율

비교 우위가 있는 국가에 지원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에 지원

국제 공익 시설에 대한 지원

비구속성원조 비율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에 대한 원조

원조실시기구 이용의 방지

수원국 예산에 활용된 원조

좋은 운 전략을 이용한 원조

수원국의 시스템 사용

기술협력의 조화

계획된 원조가 실제 공여된 정도

미래의 예산 계획의 보급

효율성 최대화
(Maximizing
Efficiency)

수원국
제도 발전
(Fostering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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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효율성 최대화(Maximizing Efficiency)
효율성 최대화의 경우, 대체적으로 적정기술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직접적이

고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 사회적으로 교류나 연관성이 높은

아시아의 중소득국가에 많은 양의 원조를 할애하여 원조의 효율성 최대화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의 원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빈곤국에 대

한 원조 또한 자연히 증가할 것이다.26) 이에 더하여 한국이 적정기술을 활용한 ODA

를 사용할 경우, 빈곤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서 적정기술을 이용한 ODA가 지원될 수 있게 되어 증가하는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정기술은 수원국의 역량강화 집중하기 때

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수원국의 거버넌스 역량에도 긍정적인 향을 주게 된다. 결

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거버넌스를 잘하는 국가에 대한 원조지원이 될 수 있다. 적정

기술은 기술이전을 통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가 목표인 개발에 목적을 둔 원조에 해

세부항목평가항목
높다 보통 미미

적정기술 도입에 따른 효과

원조 관계의 중요도

원조기구의 분산화

중간 프로젝트 규모

다자기구 지원

공동 미션

공동 연구 실시

프로그램형 원조의 활용

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가입

프로젝트 제목과 내용 기록제출

프로젝트의 세부내용 제공

원조 제공 방식에 대한 정보제공

원조 지급액에 대한 정보 제공

프로젝트 정보 제공

좋은 모니터링, 평가 체제

수원국
행정부담 감소
(Reduc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원조 투명성
(Transparency
an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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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므로 CPA(Country Programmable Aid)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비교 우위가 있는 국가에 지원(Focus/specialization by recipient country)’항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유, 무상원조의 중점지원국과 일반지원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중점지원국을 중심으로 현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적정기술을 활

용하여 대응할 때 비교우위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한국이 주로 공여했던 아

시아지역에 대한 기존 경험을 활용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한 비교우위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적정기술을 기반으로 한 ODA전략을 수립할 경우, 한국은 특허

강국으로 많은 지적재산권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인에게 적정기술을 보급

하고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인력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비교

우위 역을 넓혀갈 수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보인 교육, 보건의료, 정

보통신 분야 등에 적정기술을 활용할 경우 한국만의 특화된 지원 방식을 활성화할

수 있어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에 지원(Focus/specialization by sector)’ 역의 평가지표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낮은 행정 비용과 비구속성원조 비율에 대한 적정기술의 긍정적인 향은 중장기적

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낮은 행정 비용의 경우, 적정기술 초기단계에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와 국내외 현지사무소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개도국

의 역량이 강화되면 공여국의 개입이 줄고 개도국의 역할이 커지게 되어 행정비용을

낮출 수 있다.  

4.2.2. 수원국 제도 발전(Fostering Institutions)
적정기술의 활용은 수원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역량을 개

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수원국 제도 발전’항목 순위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적정기술을 활용한 ODA는 현재 활용 가능한 적정기술을 데

이터베이스화 하면 다양한 사업 분야에 걸쳐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각 수원국의 현지 상황과 개발전략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적정기술을

원조사업에 도입하여 수원국의 개발 의지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또한 적정기술은

수원국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현지 사정과 지역 주민의 역량에 맞는 적정기술 보급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 목적이므로 수원국과의 협력 및 시스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기술협력의 조화’나‘좋은 운 전략을 이용한 원조’항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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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적정기술을 활용한 ODA가 프로그램화되면 현

재의 단년도 예산에서 중장기화된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4.2.3. 수원국 행정부담 감소(Reducing the Administrative Burden)
OECD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매년 원조 수원국이 수행하는 평균 263개의 미션과

관련된 손실은 50억 달러에 달한다.27)‘원조 관계의 중요도’항목에서는 한 나라에 공

여하는 국가 수가 많을수록 수원국의 행정적 부담은 증가되므로 특정 수원국에 얼마

만큼의 원조 기여도가 있는지 평가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적정기술을 활용한 ODA는

프로그램형 사업이므로‘프로그램형 원조의 활용’이 늘어나게 되고, 특정 수원국에

대한 원조 기여도가 기존의 프로젝트형 사업을 할 때 보다 향상될 것이다. ‘중간 프

로젝트 규모’역시 적정기술을 주류화한 프로그램형 원조가 실시되면 현재의 소규모

단위의 프로젝트 사업 보다 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항목의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적정기술은 국내외 NGO, 국제기구 그리고 타 공여

국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공동 사업을 발굴하거나 공동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수원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다른 기관들과 현지인 역량개

발 프로그램, 도입 가능한 적정기술, 행정적 지원 서비스 등을 검토하여 공동 프로젝

트를 발굴할 수 있다. 또한 비교우위 역이 다른 타 공여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적정기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을 실을 수 있다. 

4.2.4. 원조 투명성(Transparency and learning)
원조의 투명성에 대한 각 항목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IATI에 가입여

부 혹은 원조에 대한 정보를 OECD-DAC에 제출하는지에 대한 항목 등이 이에 해당

된다. 장기적으로 적정기술을 활용한 ODA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수원국 현지 수

요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매칭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중요하

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조에 대한 정보 또는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를 공개

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하여 원조 투명성에 대한 평가항목들의 상승과 함께 원

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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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말
이미 적정기술을 활용한 원조가 국내외 기관들을 통해 실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원조사회에서는 초기화 상태이다. 따라서 적정기술을 활용한 ODA가 주는 향을 예

측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현장중심, 수원국 중심, 결과중

심의 ODA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 ODA에 적정기술 활용은 그동안의 저조했던 질

적 평가를 개선하고 ODA 선진화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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