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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09년 11월 OECD/DAC 가입에 따라 정부의 공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의 기본 목표는 OECD/DAC 가이드

라인인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개발도상국의 빈곤 타 와 인간의 존엄성 유

지에 필요한 기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국제 력사업의 기본 방향도 OECD/DAC의 가이드라인과 우리 

정부가 설정한 공 개발원조사업 추진 방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정을 

요구받고 있다.

  OECD/DAC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ODA ｢원조 공여조건에 한 권 

고｣, ｢최빈국에 한 비구속성 권고｣ 등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수

하면서 ODA 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속하 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국민소득(GNI)의 0.25%수 까지 ODA수 을 확 하기로 하 고, 최빈국

에 한 증여율과 비구속성 원조 비 을 상기 조건에 만족시키겠다는 약속

을 천명하 다. 이에 농업부문의 ODA 한 비구속성과 증여율 조건에 부

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증하고 있는 농업분야 해외 력사업  해외농업개발

사업이 OECD/DAC 가입에 따라 GNI 비 ODA 비  증가요구와 함께, 

비구속성 원조 칙에 배되지 않는 개발도상국 농업지원 방안을 강구하

고 그 략을 제시하고 있다. 효과 인 농업기술의 해외이   교류, 해외 

농업․농 개발 력사업의 추진, 그리고 이를 통한 우리 농업자원의 활용

성 제고를 모색하는 본 연구의 수행은 매우 요한 의미가 있다.

2010. 10.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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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ODA/DAC에서 기술 력(FTC)은 비구속성 원조로 간주된다. 기술 력

을 으로 하는 공 개발원조는 단시간 내에 비구속성 칙을 만족하게 

함으로써 OECD/DAC 신규 회원국으로 택할 수 있는 효과 인 ODA 략

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수 은 기술발 고리상 간자  입지에 놓여 있기에 

기술이  시 환비용이 게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기술이 의 비교우

가 있다. 한 지기 을 활용한 공여기술의 정화 략은 공여국인 우

리의 정기술 환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술은 수원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원국인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은 먼  (1)

기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으로 (2)용수  수리시설 

등 생산설비 확충  개선 기술, 마지막으로 (3)새마을운동 등 농 개발

련 기술이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발도상국의 필요기술과 우리나

라의 기술공 가능성 분포가 상호 일치하기에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공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의 일환으로 농업기술 력의 경우 고착효과가 뛰어 나기에 추후 우

리의 련 기술  제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OECD/DAC 신입회원으로서 단기에 비구속성 원조 칙을 만족하여야 하

는 상황에서 독립된 기술 력(FTC) 심의 ODA는 매우 유용한 국제농업

력 략이 된다.

  민간과 공공부문간의 력 계를 ODA에 활용하는 한국형 농업기술지

원시스템의 모색을 통해 우리농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유효한 략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지역을 심으로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지

조기착근  추가진출 도모와, 수원국의 기술 력 수요 스펙트럼에 따른 

기술 력  이 체계 구축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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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rategy for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 to 
Developing Countries under the OECD/DAC Regime

     Korean government policy direction for ODA has been changed since 
November 2009 when the Korea became a member of OECD/DAC. The 
new-basic objective of Korean ODA would be focusing on the BHN (Basic 
Human-Being Needs) with enhancing human-beings dignity and poverty re-
duction related to a basic guidance of OECD/DAC. Therefore the interna-
tional cooperation in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could be also adjusted 
to the above changes.
     One of effective strategi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Korean ag-
ricultural sector under the OECD/DAC regime could be promoting 
“technology transfer” to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the free-standing 
technology transfer is treated as untied aids. The technology transfer could 
be the most effective strategy for beginners of OECD/DAC member. 
Furthermore, Korea could be in the middle position of technology location 
which implies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of technology transfer 
to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report, demands for technology transfer of developing coun-
tries and the feasibility of Korean technology to satisfy needs of receipts 
is analyzed. Optimal strategies of technical transfer and the system for stra-
tegic transfer would be also analyzed.

Researchers: Kim, Kyeong-Duk; Jeong-Seoung Kim
E-mail address: kdkim@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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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연구의 배경  목

  2009년 11월 OECD/DAC1 가입에 따라 정부의 공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의 기본 목표는 OECD/DAC 가이드

라인인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개발도상국의 빈곤 타 와 인간의 존엄성 유

지에 필요한 기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력사업의 기본 방향도 OECD/DAC의 가이드라인과 우리 정

부가 설정한 공 개발원조사업 추진 방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정을 요

구받고 있다.

  OECD/DAC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ODA ｢원조 공여조건에 한 권고｣, 

｢최빈국에 한 비구속성 권고｣ 등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수하면

서 ODA 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속하 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국

민소득(GNI)의 0.25%수 까지 ODA수 을 확 하기로 하 고, 최빈국에 

한 증여율과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비 을 상기 조건에 만족시키겠

다는 약속을 천명하 다. 이에 농업부문의 ODA 한 비구속성과 증여율 

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 32개국 

에 개발도상국 원조를 한 모임인 ｢개발원조 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에 24번째로 가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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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00년  반 이후 농업분야의 해외 력은 한국국제 력단

(KOICA)자 이 2007년도 151억원으로 체 자 의 6.0%에서 2009년도 

473억원으로 체자 의 13.3%로 증가하 고, EDCF 자  한 2007년 

120억원 7.7%에서 2008년 315억원 13.3%로 격하게 증가하 고, 2009년

에는 227억원으로 2009년 기  EDCF 집행액의 7.3%를 차지하 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도 2006년부터 자체 ODA 사업을 본격 으로 시행하

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개도국 지원 액은(국제농업 력사업, 해외농

업개발사업, 국제기구 분담 을 합한) 2006년 100억원에서 2009년 401억

원으로 연평균 46.3% 증가하 다.

  본 연구는 최근 증하고 있는 농업분야 국제 력사업이 OECD/DAC 

가입에 따라 GNI 비 ODA 비  증가요구와 함께,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칙에 배되지 않지만 우리농업의 발 과 연계된 개발도상국 농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즉 수원국의 입장에서가 아닌 

원조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의 칙을 따르면서 효과 인 

농업기술의 해외이   교류, 해외 농업․농 개발 력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우리 농업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모색한다.

2. 연구 범   방법

2.1 연구범위 및 대상

  본 연구의 범 는 우리나라의 공 개발원조의 추세와 동향, 주요 선진국

의 공 개발원조 체계와 동향, OECD/DAC 가입요건과 제반 칙에 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국제 력의 황과 문제 , 우리 농업기술

이   력 가능분야 등의 분석을 통해 우리농업기술의 해외 력 략 도

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편, 사례연구로서는 베트남에서의 농산물가공

사업, 원  작물 분야의 고랭지용 종자 산업 등 민간기업 진출에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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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력 사례를 분석하 다. 한 수원국의 입장에서 ODA의 문제 과 지

속  발 방향을 모색하기 해 미얀마의 농 개발 분야에 한 성공과 실

패 사례분석을 하 다.

2.2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

  우리나라  주요선진국의 ODA 황  체계는 OECD/DAC 통계시스

템과 련문헌, KOICA의 무상원조실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

다. 수원국의 기술 이   력수요는 KOICA를 통한 수원국의 농업 분

야 개발 력사업의 요청 황, 사례지역의 련 공무원  연구기  방문

⋅청취조사, 그 외 기 (농림수산식품부, 농 진흥청 등)을 통한 기술이  

 지원 요청자료를 분석하 다.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공 가능성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구 

ARPC) 에 등록된 농업  농 개발 문가에 하여 2010. 9월에 이메일

을 이용하여 설문조사하 다. 농 진흥청의 ｢아시아 농식품 기술 력 이니

셔티 (AFACI)｣, 동국 학교, 강원 학교, 한경  등 기존 ｢국제농업 력

사업｣을 통한 기술이  경험 보유 기  사례분석을 통해 설문조사를 보완

하 다.

2.3 해외현지 출장을 통한 사례조사와 자료 수집

  본 연구를 하여 련문헌 고찰과 수집된 2차 자료를 베트남 지조사

를 통하여 확인하 다. 베트남 지조사는 2010년 8월에 이루어졌다. 하노

이 인근의 농산물가공업체와 달랏의 고랭지용 종자생산 업체를 지 방문

하여 농업기술 력 황와 발 방향에 하여 청취 조사하 다. 이와 함께 

베트남 지의 련 기 을 방문하여 수원국 입장에서 본 농업기술 력의 

문제 과 발 방향에 해 청취 조사하 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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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동남아시아 자료 수집의 한계와 통계자료 획득의 어려움을 극복하

기 해 미얀마에서 한국국제 력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서종  박사

(한경 학교 연구교수)에게 미얀마 해외사례  자료 분석에 외부 탁원고

를 활용하 다. 특히 미얀마의 경우 수원국 입장에서의 농업 력사업의 

황과 문제 을 악하 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선행연구 현황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R&D  정책과제, 련 산업발  략 등에 한 

개별 인 연구들은 꾸 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개

발  농업농 의 발 방향을 해외농업개발  력과 연 하여 연구된 것

은 손꼽을 정도이다.

  2000년 이후 농업부문의 국제개발 력을 다룬 표  연구로는 조한덕

(2005), 정기환 외(2005, 2007), 서종 (2007) 등이 있다. 조한덕은 개도국 

농 개발 근방식으로 상 방 국가의 제반 환경과 역량, 그리고 기조건

들을 충분하게 고려한 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소규모 지역사회를 단

로 한 시범사업을 주로 새마을운동 방법론을 용하고 이를 차 주변

지역으로 확  용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기환 외는 개도국

에 우리의 농 개발경험 수와 련하여 한국농업기술의 비교우 와 공

2
 베트남의 농업기술 국제 력을 담당하는 기 으로는 우리의 농 진흥청의 연구

개발 트에 해당하는 베트남농업과학원(VAAS: Vietnam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을 심으로 농 지도사업을 담당하는 국립농수산지도사업센터(NAFEC: 

Natioanl Agriculture-Fishery Extension Center) 등을 방문하 고, 2009년도 우리

나라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제농업 력사업의 베트남 측 트  의 하나인 국립

하노이 농과 학, 달랏 학 등을 방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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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분석하고, KOICA 농업분야 력사업 평가를 통한 향후 농업분

야 력사업의 효율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종 은 선진국과 우리

나라의 농업기술의 격차에 하여 분석하고, 델 이 기법을 사용하여 문

가들을 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해외기

술 력의 가능성과 련하여 국내농업기술발 방향에 해 언 하면서 향

후 연구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농식품 R&D  정책과제와 련하여 최근 권오복 외(2009), 박

태 외(2009)가 있다. 권오복 외는 연구개발에 있어 민간과 공공부문간의 

유기  력체제구축방안을 제시하면서, R&D 투자확   효율화, 기술

이   실용화 진 등 R&D기반강화에 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

으나 이를 산업발 단계별로 보완  해외 력 략으로 연결·제시하는 데

는 미흡하다. 박 태 외는 우리나라의 시설원 농업의 발 방안을 제시하

면서 원 농산물수출시스템개선책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에 

치 함으로써 해외물류  유통진출, 련기술이  등의 극  해외진출

략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술이   외원조역량과 련한 연구로는 이도성(1992, 1999), 이근

(2007), 박복 외 4인(2008)을 들 수 있다. 이근은 후발국의 선진국 따라잡

기 략의 일환으로써 기술추격패턴을 분석하면서 후발국의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이 은 기술수원국 뿐만 아니라 기술공여국에도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와 련하여 이도성은 기술공여국가와 수원국간의 기

술이   수용 상에서 쿠루노(Cournot) 균형분석을 통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박복  외 4인은 우리나라의 외원조역량

의 황과 과제를 분석하면서 ·후 원조사업간의 연계에 있어 기술 력 

 이 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여국의 (민간, 공공문문) 역량제고가 수

반되어야 효과 인 ODA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와 련한 발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국제간 기술이 과 련된 해외 연구는 다음과 같다. Hayami(1973)는 

일본 생산기술의 한국과 만으로의 이 효과를 분석하면서 수원국 농

민의 신기술 흡수능력과 자연환경에로의 조화능력을 성공요인으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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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Schumacher(1989)는 성공 인 기술이 을 해선 수원국의 신기

술 흡수능력에 부합하는 기술이  메카니즘의 고안을 강구, 특히 농업기술 

이 에 있어서 진  기술이 을 한 간단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Yoshida(1986)은 아 리카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정기술을 평가함으

로써 정기술과 경제발 을 분석하 다. Wang(1986)은 농업기술의 선진

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국제이 과 련하여 한국의 성공  를 들면

서 공여국 역할의 요성을, Issac(1987)은 개발도상국의 실을 고려하지 

않은 부 한 기술이 의 부의 효과를 지 하면서 수원국의 기술지도  

확산 시스템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Kobayashi(1988)는 JICA의 해외연수  훈련과정과 련하여 기술이 을 

분석하면서 수원국의 기술지도시스템의 정립과 효과 인 기술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河合省三 편(1999)은 개발도상국에로의 농업기술이 과 련하여 

수원국의 농업기술이   확산체계에 따른 유형별 농업기술이  임

워크를 제시하면서 기술발 , 기술이  방법, 공여국  수원국의 태도 등

을 분석하고 있다. Hsieh(2003)은 만의 개발도상국 상 농업기술이  

사례를 분석하면서 농업기술선진국에서 농업기술후발국으로의 기술이  

 확산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해외원조기구인 CIDA(2003)은 라질로의 기술이 을 평가하면

서 (1) 계획  이행단계에 있어서의 수원국의 자발  참여, (2) 공여국과

의 력(donor coordinate)  동료의식, (3) 모니터링  평가를 통한 결과 

심  근(result-based approach), (4) 련 정책과 연계된 통합  근, 

(5) 특정 상품  로젝트 심이 아니라 통합  자 지원을 통한 로그

램  지원 방식, (6) 수원국의 능력 함양, (7) 시민단체의 합류 등이 효과

인 기술이 을 한 조건임을 규명하 다. Park & Lippoldt(2008)은 개발

도상국에로의 기술이 은 개발도상국의 기 재산권 형성에 “+” 효과를 미

치기 때문에 기술공여국 한 련 지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 효

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 으로 분석하 다.

  Moyo(2009)는 사하라이남 아 리카 국의 원조실패의 근거로 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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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효율성, 정치권력의 구조  부패, 서구제국의 일회의 시혜성 원조 등

을 들면서, 이에 한 해결책으로 수원국의 역량강화와 함께 자율 인 경

제성장과 빈곤경감을 유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 융개발

(financing development)｣  기술이  등, 수원국의 역량함양을 담보할 수 

있는 원조 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3.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연구는 농업기술 R&D, 국내에 한정된 기술이   확산효과에 

한 연구에 치 함으로써 개도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과 우리나라

의 공 가능성, 해외로의 농업기술 이 의 련국내산업과 연계  국내농

업의 신성장 략모색 등에 한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농업

기술의 (국제)비교우 에 한 개념과 그 분류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개

발도상국의 경제발 단계에 부합하여 추가  비용 없이 지상황에 합

하게 환시켜 활용 가능한 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로서의 우리 

농업기술의 이 가능성 등에 한 분석 한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략  농업기술의 해외이   교류를 통한 효과

인 해외 농업․농 개발 력사업의 추진과 이를 통한 우리농업자원의 활

용성제고와 이에 연 된 해외농업 력 략을 모색하는 데 기존연구와 차

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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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력 사업 황3

1.1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행태 및 수행체계

  우리나라의 공 개발원조사업은 양자간 력과 다자간 력으로 구성된

다. 다자간 력은 국제개발 융기  등과 같은 국제기구 출자 , UN 등 

국제기구 분담 으로 이루어진다. 양자간 력은 무상원조와 경제개발

력자 인 유상원조로 구성되고, 유·무상여부에 따라 집행기 을 구분 짓는 

이원화된 체계이다.

  무상원조는 무상자 력과 기술 력으로 양분된다. 무상자 력은 외

교통상부의 감독 하에 원조집행기 인 KOICA가 담하여 집행하고 있고, 

로그램  로젝트 원조, 물자공여, 재난구호 사업 등이 있다. 기술 력

은 KOICA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  기 에서도 일부 분담, 실시하고 

있는 연수생 청사업, 문가  한국해외 사단 견사업 등이 포함된

다.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감독 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외 력기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집행하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 해외투자를 지칭할 때는 “해외농업개발”, 공공부문의 유

⋅무상원조를 지칭할 때는 “국제농업 력”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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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우리나라 공 개발원조사업의 행태  수행체계

구분 력형태 실시기 주무부처

양 자 간 

력

무상

원조

무상자 력
KOICA*

( 련정부부처)**

외교통상부

( 련정부부처)**

기술 력
KOICA 

련정부부처

외교통상부

련 정부부처

유상

원조 
EDCF 차 *** 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다 자 간 

력

국제기구출자

(국제개발 융기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제기구분담

(UN 등)

외교통상부

련 정부부처

  주: * KOICA는 1991년 설립, ** 련 정부부처의 무상자 지원 형태의 력사업으로 

규모는 미미한 실정, *** EDCF 자 은 1987년 설립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2009)에서 필자 재정리

  우리나라에서는 ODA 정책일 성  효과성 제고를 한 기본법의 제정 

논의가 17  국회에서부터 공론화 되었으며, 2008년 ‘한국이 OECD/DAC 

회원 가입 특별심사’에서 련 법 제정과 정책 정비를 권고 받아 2010년 1

월 25일에 ‘국제개발 력기본법’을 2010년 7월 21일에는 시행령을 제정하

다.4 본 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 력에 한 정책이 종합 ․체계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조정하기 해 국제개발 력 원회를 설치하 다. 

국제개발 력 원회는 국무총리를 원장으로 하고 계부처장 , 한국국

제 력단 총재, 수출입은행장  민간 인사들을 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실무 으로 원회를 보좌하는 실무 원회가 설치되어 국제개발 력

과 련한 정부의 주요정책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고 국제개발 력에 

한 정책  제도개선, 연간 장기 추진계획, 국제개발 력추진 략 수립 

 평가 등을 담당한다. 한편 실무 원회를 보완하기 해 국무총리실에 

4 법제처, 국제개발 력기본법, 국제개발 력기본법 시행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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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력정책 실을 신설하여 각 부처의 ODA 정책을 총 하고 있다. 국

제개발 력 원회와 ODA 련 기 간의 정책체계는 아래의 <그림 2-1>

과 같이 도시된다. 기본 으로 국제개발 력 주 기 은 5년마다 담당 분

야의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실무 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원회로 제출

해야 한다. 한 국제개발 력의 시행기 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

획을 수립하여 주 기 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국제개발 력의 주

기 은 양자간 력  유상 력은 기획재정부에서 주 하고 무상 력

은 외교통상부에서 주 한다.

그림 2-1.  ODA 추진체계

자료: 외교통상부, ODA KOREA 홈페이지(www.odakorea.go.kr)에서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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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유형

  양자간 ODA 형태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된다. 무상원조는 “ 로젝트 

원조”, “ 로그램 원조”, “기술 력” 등 12개 분야로 나뉘고, 유상원조는 

차 과 출자로 별된다. 다음의 양자간 ODA는 각 앙부처  지방자

치단체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상원조인 증여(Grants)를 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표 2-2.  양자간 ODA 형태

구분 자 의 상환유무 원조형태

양자간

ODA

무상(Grants)

(상환의무 없음)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일반 로그램 원조, 분야별 로그램 원조)

기술 력

혼합신용  무상지원

개발식량원조

인도  지원

채무탕감 등 채무구제

국내  국제 NGO에 한 지원

공공-민간 트 십 지원

개발에 한 인식 확산

개발 력 수행과 련된 행정비용

기타

유상(Non-Grant)

(상환의무 있음)

차

출자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2009)에서 필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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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형 태 사 업 내 용

시설지원 직업훈련원, 학교, 병원 등 건축

시설지원 + 기자재

+ 기술 력
직업훈련원 건축 + 기자재 공여 + 기술 문가 견

투자 련 기술 력

(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

로젝트 실행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공여국의 노동과 문

지식의 제공은 로젝트의 일부로 여겨짐.

) 투자 로젝트 집행에 한 자문 서비스, 기술지원, 노

하우 제공  로젝트 실행에 한 공여국의 인 지원(경

자, 기술자, 숙련노동자 등)

1.2.1 로젝트 원조(Investment Project Aid)

  개도국의 교육훈련, 보건, 농업능력 향상 등 특정개발목표 달성을 해 

건물 시설물, 장비, 기자재의 물 력수단과 연수생 청, 문가 견 등

의 인 력수단을 패키지화하여 다년간(2~5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

업의 발굴, 계획수립  심사, 실시,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 요소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종합 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젝트 원조사업은 특정 사업에 한 기술  자  공여를 통해 수원

국의 유형자산(physical capital) 증가를 목 으로 하는 원조이다. 이러한 

로젝트 원조는 수원국이 지출하는 지비용에 한 지원을 포함하며, 개별 

로젝트 수행을 해 지원되는 ｢투자 련 기술 력(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은 로젝트 원조로 분류된다.

표 2-3.  로젝트 원조 유형

1.2.2 로그램 원조(Program aid)5

5
 로그램 원조방법에 한 논의는 1990년 후반에 제기된 국제사회의 원조효과

성에 의문제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90년  반까지 국제원조사업은 공여

국의 독자  는 다른 공여국과의 력을 통해 세부 인 부야의 개발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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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DAC는 로그램 원조의 근방법은 “정부와 개발 사업 트  

간 력 강화  조정을 통해 수원국 주도의 분야별, 테마별 로그램 

략 수립을 지원하는 개발원조 형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로그램 

원조는 재원 사용에 한 특별한 제한 없이 수원국의 일반 인 개발목표

(일반 로그램 원조)  특정분야 개발(분야별 로그램 원조)을 해 제

공되는 원조이고, 주로 수원국의 거시경제 정책  분야별 정책목표를 달

성하기 해 지원된다.

가.  일반 로 그 램 원조(General program assistance)

• 일반 산지원(Budget support)

• 국제수지 재정지원(Balance-of-payments support)

• 수입지원(Import support)

• 자본재  물자지원(Financing of capital goods and commodities)

나.  분야별 로 그 램 원조(Sector program assistance)

• 로그램 원조의 개념 하에서 농업, 교육, 교통 등 특정 산업  분야

로 하는 로젝트 원조 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원조사업은 복 인 

사업, 높은 원조이행비용 수반, 행정구도의 비 화 등의 문제를 야기함과 동시

에 수원국  련 지역 소유권의 약화와 지역의 원조수요를 반 보다는 공여

국의 필요에 의한 원조사업의 증가 등의 문제를 래하 다. 한 개도국 원

조사업은 복합 인 사회⋅경제⋅정치의 반반 인 인 라 문제인 경우가 부

분이며, 이는 몇몇 분야의 로젝트를 성공 으로 이행하 다고 해서 장기 인 

빈곤퇴지와 사회경제  발 을 이룩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회 반이 긴 히 연 되어 있고, 단편화되고 독자 인 개발원조는 효과성

에 문제가 있기에 개발원조를 좀 더 포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발생하 다. 

이에 따라 1990년  후반부터 사회 반의 문제를 포 하는 개념인 로그램 원

조를 통한 ODA 사업에 한 심이 증가하 다. 최근 아 리카의 빈곤감소

략이 표  로서 수원국의 사정에 맞춰 교육, 인조  지원, 농업능력향상, 안

보, 경제  구매능력향상 등 다양한 분야가 연계된 포 이고 채 인 발 에 

을 두고 있다.(한국국제 력단,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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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원하기 한 원조

  로그램 원조는 기존의 로젝트 원조에 비되는 방법으로, 세부 인 

분야의 로젝트보다는 빈곤감소 략처럼 총 이고 통합 인 로그램

이나 분야별 근방법을 통해 거시 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목표를 둔다.

  로그램 원조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수원국  수원국 해당기 의 리더십 함양과 활용

 (2) 하나의 포 인 로그램과 산체계 추구

 (3) 보고, 산, 경 , 조달 련 차를 공여국이 조정⋅조화하기 하여 

공여국간 정식 력과정을 이행

 (4) 로그램 계획과 이행, 산경 , 평가 시 수원국의 시스템을 활용하

기 한 노력 경우

로그램 지원방식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로그램형 근방법의 자 지원 형식

자료: 한국국제 력단(2008), ｢국제개발 력의 이해｣, p. 32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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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로그램 원조방식은 한 개 수원국 내부 로젝트들이 긴 하게 연

되어 있어 공여국들이 더 다양하고 유연하게 지원사업과 형식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체계 인 사업성과를 낼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원조사업의 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와 련국

가  기구들간 력을 증진하기 해 로그램 차원에서 결과에 바탕을 둔 

경 시스템과 통합  재무경  시스템 등을 운 하는 것이 통상 이다.

1.2.3 기술 력(Technical co-operation : TC)

  기술 력은 수원국 국민의 지식, 기능, 기술  노하우  생산능력 등의 

수 을 향상시키기 한 재원공여국 정부의 재정지원이다. 수원국 국민의 

지 자본(human intellectual capital)  부존자원의 효율 인 사용 능력 증

가를 목 으로 주로 교육  훈련 등 인  력 수단을 통해 수원국을 지

원하는 독립 인 기술 력(Free-standing TC)을 지칭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 한 로젝트 원조의 투자 련 기술 력과는 구분된다.6 기술 력의 종

류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조사

  개도국의 경제․사회발 에 기여하는 공공개발사업을 지원할 목 으로 

이들 국가에서 추진 는 계획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계획에 한 조

사단을 견하여 기 조사, 종합개발계획수립, 타당성조사 등 각 분야에 

한 기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의 SI산업 개발을 한 

사업타당성 조사 (단, 개별 로젝트 원조에 한 사업타당성 조사는 로

젝트 원조로 분류된다), 아세안 6국 일본뇌염  염병 방퇴치 사업 

지조사 등이 표 인 이다.

6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력사업은 주로 기술, 기능상 노하우 제공인 기술 력이 

부분으로 인력, 교육, 연구지원 비용의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들 부분은 

ODA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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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가 견

  공여국의 문 인력을 개발도상국에 견하여 발 경험  지식을 수

하는 사업이다. 지에 견된 문 인력은 장실습, 세미나, 정책 의 등

의 활동을 통해 문 인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인 자

원  경제개발에 효과 이고 실질 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 으로 

하고 있다.

  문가 견은 개별국가 견과 국제기구 견으로 구분된다. 개별국가 

견은 수원국 요청으로 의사, 교사, 기술 문가 등을 견하여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는 로그램이다. 최근 온두라스 기술훈련원의 정보통신교육

을 한 문가 견, 우간다 물라고 병원 내과 문의 견 등이 있다.

  국제기구 견은 단순 행정업무를 한 견  문 을 제외한 

국제원조기 에 견된 내국인을 일컫는다. 따라서 문가 견실 은 이

들 ( 견 이상) 문가 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체제비를 포함한 제비용

을 계상한다.

다.  해외 자 원 사자  견

  개발도상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경제사회 발 에 실질 으

로 기여하기 한 사업이다. 교육  직업훈련, 농수산업, 보건, 생, 농

개발 분야에서의 사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 경제사회발 에 필요한 기

술인력 양성  기술이 에 한 기여를 목 하는 로그램이다.

  자원 사자란 일부 는 으로 공  재정지원을 받거나 공공부문에

서 리하는 개도국 자원 사 로그램에 소속되어 일하는 자를 말한다. 

한국국제 력단의 해외 사단 견이 주요 이다.

라.  개도국 유 학생  연수 생 지원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기술 습득과 역량개발을 지원

하기 해 개발도상국의 기술인력, 연구원, 공무원 등을 청해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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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ODA(○) ODA(×)

음악 음악연수 콘서트

언어 언어연수 시낭송, 연극

문화행사 박물 , 도서 , 스포츠시설지원 일회성 스포츠행사 지원

개발경험  기술을 해주는 사업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식 

격차를 좁히는데 요한 요소가 되는 인 자원개발에 을 맞추고 있다.

  개도국 유학생  연수생 지원 사업비는 직  비용과 간 비용지원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유학  연수 장소는 공여국, 개도국  제 3국, 어디에

서 이루어지더라도 모두 해당된다.

  직 비용지원은 개도국 유학생  연수생 앞으로 직  지 된 장학 (학

비  생활비)을 말한다. 간 비용지원은 공여국 앙  지방정부의 개발

력 정책에 따라 개도국 유학생  연수생 지원에 소요된 간 비용으로 

연수생 교육기  앞으로 지원되는 산  유학생에게 직  지 되는 장학

 등은 제외한다. 간 이용의 범 는 고등학교  학교 수 에 한 지

원, 유지보수비  소모성 기자재에 한 지출 등이 포함된다.

마.  기술 력과 련된 물자  지원

  독립 인 기술 력 사업과 직  연 된 장비․기자재, 기타  등을 제

공하는 것을 말한다. 를 들어 어학연수센터에 지원되는 어학장비  어

학테이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바.  개발 련 사회  문화사업

  공여국이 수원국 국민의 사회․문화 개발 도모를 한 기본 시설을 지

원하거나 련 연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비용은 ODA로 분류된다. 다만, 

단순 일회성 행사인 사회․문화 사업들은 ODA로 인정되지 않는다.

표 2-4.  ODA로 인정되는 사회․문화 개발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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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발문제 연구비 지원

  공여국(한국) 는 기타지역에서 개도국 문제연구( : 열 질병, 농업 

등)를 해 지출된 비용을 지칭한다. 개도국 경제성장  복리증진이 주목

인 기 이 수행한 연구가 포함된다. 개도국 차  심사기법  성과평가

지표 개발을 한 연구, 일반기 (general purpose institution)이 공 기

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개도국 개발 련 용역연구 등이다.

아.  세미나‧워크샵 개최

  공공기  혹은 일반기 이 공 기 의 지원을 받아 개도국의 경제성장 

 복리증진과 련된 각종 세미나  워크샵 개최를 해 지출한 비용이

다. 해외 IT 문가 청연수  개도국 참가자 비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1.2.4 혼합신용  무상지원(Grants in associated financing packages)

  수원국에 제공되는 혼합신용(Associated Financing)  무상원조 부분으

로 혼합신용의 양허  요소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혼합신용은 Mixed Credit, Mixed Financing, Joint Financing, Parallel 

Financing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양허  요소(concessional component)와 

非양허  요소(non-concessional component)가 결합되어 제공되는 융패

키지로 법  는 사실 으로(in law or in fact) 양허  요소가 非양허  

요소와 연계되어 있으며, 융패키지의 부 는 일부가 사실상 타이드 

조건으로 공여되고, 양허  요소의 가용성이 非양허  요소의 수용 여부에 

연결되어 있다.

1.2.5 개발식량원조(Developmental Food Aid)

  식량의 공   유통, 식량 원조를 한 지원, 비료 는 씨 등과 같

은 간단계의 생산품 공  등이 해당된다. 긴  상황 발생에 따른 식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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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개발식량원조에서 제외된다. 긴 식량원조(Emergency food aid)는 인

도  지원(Humanitarian Aid)에 해당된다.

1.2.6 인도 지원(Humanitarian Aid)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와 쟁, 질병 발생 등의 긴 상황 시 생명구

조, 고통경감, 생명보호 등을 목 으로 하는 지원이다. 인도  지원으로 분

류되기 해서는 ‘긴 상황(Emergency)'의 발생이 제되어야 한다. 인도

 지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긴 구호: 인공 는 자연재해에 따른 물품  지원, 식량지원, 의

료단 등의 견

 •재건구호: 긴 상황 발생에 따른 재건활동으로 일반 인 개발목표를 

한 재건활동은 제외

 •재난방지  비: 재해경감활동,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활동

  한편, 군 에 의한 의료지원, 재해복구도 ODA로 인정되나, 다만 병력이 

국내에 주둔했을 경우 소요되었을 비용을 제외한 추가 비용인 순비용만을 

ODA로 계상된다. 그러나 군  는 무력을 사용하여 재산  인명을 보호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한 개도국내 난민지원은 포함되나, 공여국내 난

민지원은 인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1.2.7 채무탕감(Debt forgiveness) 등 채무구제

  수원국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원  탕감뿐만 아니라 이자 탕감

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수원국의 채무를 완화해 주는 다양한 형태의 채무

구제 조치를 모두 포함한다. 즉, 제3자에 한 채무 지 , 채무 환, 채

무 바이백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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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NGO에 한 지원(General support to NGOs)

  ODA 상 국가에 한 개발 력을 목 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국내 

NGO  국제 NGO에 한 지원을 일컫는다. 국내 NGO는 공여국에서 개

발 력 사업을 수행하고 운 자 이 주로 공여국에서 조달되는 민간 비

리단체( 동조합  무역 회 등 포함)를 말한다. 국제 NGO : 운 자 이 

국제 으로 조달되는 민간 비 리단체를 뜻한다. 이외에도 특정목 (재해 

 기아)을 해 설립된 임시 단체, 개도국 개발  복지(welfare) 증진을 

해 활동하는 종교단체 등에 한 지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1.2.9 공공-민간 트 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 지원

  특정 개발문제를 다루기 해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  기업 등이 체

결한 공동 약의 일종인 공공-민간 트 십에 한 기부  지원을 일컫는

다. 본 트 십의 특징은 국제기구와 국제NGO의 간형태의 최고의사결

정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으로, 국제기구와 같이 이사회 구성원 일부는 

정부  공공부문을 표하고 국제NGO와 같이 구성원 일부는 민간인 

는 민간단체를 표한다.

1.2.10. 개발에 한 인식 확산(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공여국의 공공부문이 공여국내에서 개발 력에 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여론의 지지확보를 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여국 원조

정책에 한 특별강연, 교육, 자료제공 등과 함께 개발 력에 한 연차보

고서  안내책자( 로슈어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된다.

1.2.11 개발 력 수행과 련된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

  공여국내 원조담당  집행기 의 행정비용으로는 (1) 원조사업 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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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의 행정비용, (2) 원조사업 수행기 (각 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개도국내 원조업무

련 행정비용은 (1) 원조 담 는 일부 수행 외교  비용, (2) 원조사업 

수행을 해 지출된 건물  장비 비용 등이 포함된다. 국제기구에 정부

표단으로 견된 공무원 비용은 원조기 이 부담하기 때문에 단순 행정업

무를 한 견  문  견 비용만이 포함된다. 공 환 (개도국 

공무원 비용 등) 련 비용은 민간개인에 한 지출로 간주, ODA 행

정비용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1.2.12 기 타

  분쟁해소 평화유지 활동 등(Post-conflict Peace-building) 국지  분쟁해

소를 한 평화유지활동 련 원조로서 치안제도 리  개선, 민간주도

의 분쟁 방, UN 평화유지군 활동, 군인의 민간복귀  무장해제, 지뢰제

거, 소년병 문제 해결을 한 지원은 제한 인 범  내에서 ODA로 인정 

가능하다.

1.3 다자간 공적개발원조 유형

  다자간 ODA는 OECD DAC에서 정한 특정 국제기구에 한 출연․출

자(grants and capital subscriptions)와 동 기구에 한 양허성 차

(concessional lending)을 말한다.7 UN기구, EC기구, 세계은행 그룹(IDA, 

IBRD, IFC, MIGA 등), 지역개발 융기구(AsDB, AfDB, IDB 등) 등이 다

7 그러나 국제기구에 한 출연․출자라도 공여국이 지원 상 국가나 목 에 

한 제한을 두었다면 다자간이 아닌 양자간 ODA로 분류된다. 를 들어 공여국

의 World Food Program(WFP)를 통한  캄보디아 난민 옥수수 지 은 캄보디

아에 한 양자간 ODA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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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 공 개발원조의 상이 된다. 다음 표는 다자간 ODA 격 상 국제

기구를 정리한 것이다.

  한편 국제기구에 한 출연(contributions)과 출자(subscriptions)는 엄격

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그 구분이 쉽지 않으나, 양자의 

구분은 국제기구에서의 투표권 부여 여부와 탈퇴시 환  여부에 따른 것으

로 구별될 수 있다. 출연은 일종의 기부 으로서 원칙 으로 투표권이 부

여되지 않고 탈퇴시 환 되지도 않는데 반해, 출자는 출자액에 비례하여 

투표권이 부여되고 탈퇴시 환 되는 경우이다.

표 2-5.  다자간 ODA 격 국제기구

구  분 국제기구(기 )

국제연합 기구

(U.N. Agencies)

UNDP, UNICEF, UNRWA, WFP, UNHCR,  

UNFPA, WHO, WIPO, FAO, WMO, IFAD, 

ILO, UPU, ITU, UNESCO, UNO 등

유럽연합 집행 원회 기구

(European Commission Agencies)

EDF(European Development Fund), EC, 

EIB(European Investment Bank) 등

세계은행 그룹

(World Bank Group)
IBRD, IDA, IFC, MIGA 등

지역개발기구

(Regional Development Banks)

ADB, ADF, IDB, IDB SPECIAL FUND, 

AfDB., AfDF, CARIBBEAN D.B., CABEI, 

Afr. SOLIDARITY FUND 등

기타 기구

(Other Agencies)

IMF,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Montreal Protocol Fund 등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내부자료), ｢2009년도 OECD DAC 통계작성지침｣

1.3.1 출연(Grants)

  국제기구에 한 출연 , 분담  등을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해석

할 때 국제기구에 한 기부 으로 볼 수 있다. UN기구, AsDF, IDB 특별

기 , IFAD, GEF 등에 납입하는 출연  는 분담 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해외농업 력과 황24

1.3.2 출자(Capital subscriptions)

  국제기구 가입, 지분확  등을 해 국제기구 앞으로 납입하는 출자 으

로서 국제기구 신규 가입, IDA․AfDF 등 정기 재원보충 참여 등을 해 

우리나라가 납입하는 출자 이 이에 해당된다.

1.3.3 양허성 차 (Concessional lending)

  국제기구 앞으로 ODA조건(양허 )으로 공여된 차 으로 IMF에 한 

차  출을 표  이다.

1.4 연도별 해외협력사업 현황

  2009년 우리나라의 해외 력지원인 공 개발원조(ODA) 규모는 총 1조 

860억 원에 달한다. 유․무상 원조인 양자간 력지원 은 총 7,945억 원

이고 무상원조 4,445억 원, EDCF 자  3,500억 원으로 구분된다. 국제기

구 출자   분담  성격의 다자간 력지원 은 2,915억 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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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한국의 순지출 기  ODA 액, 변화율, 양자․다자간 원조 

비율(1990～2008)

단 : 백만 USD, %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공 개발원조
액 61.16 115.99 212.07 752.32 696.11 802.34

변화율 37.6 13.7 12.8 28.8 -7.5   15.3 

양자간

원조

계

액 12.25 71.46 131.19 463.32 490.52 539.22

비 20.0 61.6 61.9 61.6 70.5   67.2 

변화율 105.1 42.3 12.9 28.7 5.9   9.9 

무상

원조

액 3.26 50.11 47.78 318 358.33 368.67

비 26.6 70.1 36.4 68.6 73.1   68.4 

변화율 31.9 72.7 -0.9 46.1 12.7   2.9 

EDCF

차

액 8.99 21.35 83.41 145.3 132.19 170.55

비 73.4 29.9 63.6 31.4 26.9 31.6 

변화율 405.1 18.9 31.3 11.7 -9.0 29.0 

다자간 원조

액 48.91 44.53 80.88 289.01 205.59 263.12

비 80.0 38.4 38.1 38.4 29.5 32.8 

변화율 30.4 -1.9 12.7 29.0 -28.9 28.0 

  주: 1) 무상증여, EDCF 차 의 비 은 양자간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 임.

2) 공 개발원조, 무상원조, 다자간 원조의 1990년 변화율은 1987년 비이며, 

EDCF 차 의 1990년 변화율은 1989년 비임.

자료: 수출입은행, 외경제 력기  업무통계(2009년 말 기 )

  연도별로는 1990년  반 연평균 13.7% 성장, 1990년  후반 12.8%, 

2000년  어들어 연평균 28.8%의 성장을 보임으로써 1990년  반 

GNI 비  0.02%에서 1990년 반 0.05%, 2008년 0.086%로 증가하 고, 

2009년 0.1%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8

  1990년  반은 1991년 KOICA 설립으로 인해 무상원조 심의 양자

간 력자 이 증진하 다. 1990년  후반과 2000년  반은 EDCF 

심, 2000년  반 이후는 무상원조 심의 양자간 력자 이 증 하여  

8
 2005년도 ODA 자 이 격하게 증가한 것은 이라크 후복구 지원  IDB 출

연·출자  납입(8,120만 달러), IDA 출자  증가 등에 기인하 다. 그 결과 2005

년도 우리나라 ODA 총규모는 GNI 비 0.096%를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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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말 재 순지출기  ODA 총 액에서 양자 력자 의 비 이 

67.2%를 하고 있다. 양자간 원조 에서 무상원조가 하는 비 은 

68.4%로 나타났다.

그림 2-3.  한국의 ODA 액추이: 양자간-다자간, ODA/GNI

단 :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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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순지출기

자료: 수출입은행, OECD 통계자료

1.5 분야별 협력사업의 현황

  우리나라 력 사업의 분야별 분포는 ｢사회인 라  서비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제인 라  서비스｣,｢생산분야｣ 순이다. ｢사회인

라  서비스｣는 교육, 보건, 인구정책  생식보건, 식수공   생, 공

공행정  시민사회 등을 포함한다. ｢경제인 라  서비스｣는 교통, 통신, 

에 지, 융서비스 등이다. ｢생산분야｣에는 농림수산업, 산업· 업·건설, 

무역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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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 미지정

2006

총계 100.0 67.1 5.3 18.6 9.0 

사회 인 라  서비스 59.7 43.8 4.5 11.0 0.5 

경제 인 라  서비스 25.3 21.5 0.1 3.7 0.0 

생산(산업) 5.0 1.3 0.7 3.0 0.0 

  농업, 임업, 어업 1.7 0.7 0.0 1.0 0.0 

  산업, 업, 건설 2.6 0.6 0.6 1.4 0.0 

  통상정책  조정 0.6 0.0 0.0 0.6 0.0 

  2006~08년간 우리나라의 공 개발원조는 유형별로는 로젝트 원조가 

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기술 력 원조 으며, 로그램 원조는 비 이 

가장 었다.

  원조분야별로는 교육, 보건, 인구정책  생식보건, 식수공   생분

야 등이 포함되는 사회 인 라  서비스 분야로 가장 많은 원조를 하

고, 다음으로는 교통, 통신, 에 지 개발  공  등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경제 인 라  서비스 분야이다. 농업․임업․어업 분야가 속해 있는 생

산(산업) 분야는 3번째로 많은 원조를 하고 있는 분야이나 원조 액  차

지하는 비 은 의 2개 분야와 차이가 많다.

  2006년을 제외하면 농업․임업․어업 분야는 기술 력이 비 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더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업․임업․어업 분야

에 연수생 청, 문가 견 등이 상 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2005~08년간 우리나라의 세부 농업․임업․어업에 한 원조 유형별 약

정 액의 비 은 로젝트 원조가 25.2%, 로그램 원조 1.5%, 기술 력 

20.2%, 수출입은행을 통한 EDCF 차  지원은 53.2%를 차지하고 있다. 

체 사업의 건수는 기술 력 분야가 가장 많으나, EDCF를 통한 차 의 건

당 약정 액은 부분 100만 달러를 넘어 상 으로 차지하는 비 이 크

다. 로젝트 원조 한 건당 약정 액이 큰 반면 기술 력의 건당 약정액

은 가장 작은 편이다.

표 2-7.  우리나라 ODA 분야별/원조 유형별 비  추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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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0.0 0.0 0.0 0.0 0.0 

다분야 1.4 0.5 0.1 0.8 0.0 

물자원조  일반 로그램 원조 0.0 0.0 0.0 0.0 0.0 

기타 8.7 0.0 0.0 0.1 8.6 

2007

총계 100.0 68.5 3.8 20.2 7.5 

사회 인 라  서비스 39.2 26.3 3.2 9.5 0.3 

경제 인 라  서비스 38.2 32.8 0.1 5.4 0.0 

생산(산업) 12.3 9.0 0.4 2.8 0.1 

  농업, 임업, 어업 10.2 8.9 0.2 1.1 0.1 

  산업, 업, 건설 1.2 0.2 0.0 1.0 0.0 

  통상정책  조정 0.5 0.0 0.2 0.3 0.0 

  무역  0.4 0.0 0.0 0.4 0.0 

다분야 3.1 0.5 0.1 2.5 0.1 

물자원조  일반 로그램 원조 0.0 0.0 0.0 0.0 0.0 

기타 7.1 0.0 0.0 0.0 7.1 

2008

총계 100.0 74.2 0.0 15.5 10.3 

사회 인 라  서비스 48.3 37.2 0.0 8.9 2.2 

경제 인 라  서비스 37.4 34.1 0.0 3.1 0.3 

생산(산업) 5.4 2.6 0.0 2.7 0.2 

  농업, 임업, 어업 3.4 2.0 0.0 1.2 0.1 

  산업, 업, 건설 1.3 0.5 0.0 0.8 0.0 

  통상정책  조정 0.7 0.0 0.0 0.6 0.1 

  무역  0.0 0.0 0.0 0.0 0.0 

다분야 1.7 0.3 0.0 0.9 0.5 

물자원조  일반 로그램 원조 0.1 0.0 0.0 0.0 0.1 

기타 7.0 0.0 0.0 0.0 7.0 

  주: 1) 미지정: 로젝트 원조와 로그램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젝트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그램 원조의 혼합 +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의 혼합 형태

2) 기타는 부채 련 지원, 인도  지원, 행정비용, NGO 지원, 수원국으로부터의 거

, 미배분임.

자료: OECD Credit Repor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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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임업․어업 분야에 한 원조를 구체 으로 보면 2005년 수출입

은행에서 앙골라에 농업 화 사업으로 3,144만 달러를 EDCF를 통한 정

부차 을 지원하기로 약정한 사업을 제외하면, 농업분야에서는 연수생 

청, 문가 견 등을 통해 수원국의 인  자본을 증가시키는 기술 력의 

비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분야에서는 임업개발로 2005년에 한국 

국제 력단에서 인도네시아 임목개량  식 양묘장 조성사업으로 160

만 USD, 국 북경지구 산림종합경  시범사업에 100만 달러 외 4건을 

로젝트 원조로 지원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로젝트 원조가 큰 비 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은 수출입은행에서 이집트에 농기계 공   RPC 구축 사업에 

3,000만 달러를 앙골라에는 계육 수입 자  체를 하여 4,9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농업 련 기자재와 축산 분야에 정부차 이 차

지하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임업 분야에서는 몽골의 임업 정책  행정

리 능력 향상을 하여 산림청에서 그린벨트 조림사업에 950만 달러를 지

원함에 따라 로젝트 원조의 비 이 높게 나타났다. 2008년은 이 과 달

리 한국국제 력단에서 농업․임업․어업의 여러 세부 분야로 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체 원조 유형  로젝트 사업이 

60.5%를 차지하 다.

1.6 지역별 협력사업 현황

  지역별 우리나라의 양자간 ODA는 아시아 지역을 심으로, 아 리카, 

남미 순으로 력자 이 배분되고 있다. 2000년  반까지 아시아 지역

의 비 이 지속 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빈곤경감, 자원외교 등 아

리카 지역의 개발원조가 주목받음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비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리카는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원조 비 을 차

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시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농업 력과 황30

2.9  4.0  3.9 

10.3  7.5 
11.8 

6.2  5.6 

7.5 

68.1  75.6 
67.9 

1.1 

1.2 
0.4 

11.3 
6.2  8.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95~1999 2000~2004 2005~2007

기타

오세아니아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그림 2-4.  우리나라의 양자간 ODA 지출의 지역  분포추이

단 : %

자료: OECD, OECD Stat

  아 리카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빈곤선 이하 인구의 비 이 가장 많고, 

식량생산량이 부족한 지역이다. 따라서 국제 으로 아 리카 지역에 가장 

많은 원조가 행해지고 있다. 한편 아 리카는 지하자원 보유량이 풍부하여 

자원외교의 측면에서 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최근 국 등 여러 국가들이 

많은 원조  투자를 하고 있다.

  아 리카에 한 우리나라의 원조는 2002년 이후 차츰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아시아에 비하여 40% 수 이다. 그러나 아 리카 지역에 한 

농업 기술 이  등 농업분야의 원조를 통해 아 리카의 식량 증산  소득 

증 에 력을 도모할 경우 자원외교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 양자간 력자  지출비 은 1995~1999년 68.1%, 

2000~2004년 75.6%, 2005~2007년 67.9%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아

가니스탄  이라크의 복구지원 등 무상원조수요가 지속 으로 증가하

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비 이 일시 으로 증가하는 상을 보 다. 

  아 리카 지역에 한 지원은 2000년  들어 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01년 4.38백만 달러에서 2007년 70.17백만 달러로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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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 심의 인도  지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림 2-5.  아시아지역 KOICA 지원 분야별 추이

자료: KOICA 무상원조실  통계

  우리나라 체 무상원조 지원  60~70% 정도를 차지하는 한국국제

력단을 통한 무상원조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최근 아시아 지역에 한 지

원비 은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 개발 부문의 지원 비  한 지

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농 개발부문 지원 비 이 1990년 

 후반의 13.8%에서 2000년  반 7.1%, 2000년 반 이후 6.2%로 지

속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아시아 지역의 

농 개발 지원비 은 높은 수 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비록 아시아지역이 

농업 력비 이 감소하 지만 아직도 아시아 지역에서 농업 력이 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0년  어들어 아시아 수원국의 력수요패턴 변화로 인해 

정보통신, 보건의료, 긴 구호 등 비농업 부문의 지원비 이 증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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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T 등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한 수요 증

가와 함께, 보건의료  교육 등 인 자본제고와 역량강화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수 별 원조를 살펴보면, 2002년 이후 이라크와 국에 한 

원조 증가로 하  소득국의 비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라

크에는 2005년에 약 15억 달러를 원조하 다. 한 지속 인 스리랑카에 

  그림 2-6.  한국 순지출액 기  소득수 별 원조 비  추이

단 : %

자료: OECD.stat

한 원조 등으로 인해 하  소득국의 비 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다. 

캄보디아, 방 라데시, 가나, 냐, 앙골라 등에 한 우리나라의 원조 액 

증가는 2001년 이후 최빈국에 한 원조 비 이 지속 으로 증가하는 원

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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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원형태별 무상협력사업 동향9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는 문가 견  해외 사단 그리고 연수생 청

을 포함하는 인 자본지원이 부분으로 평균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사단의 경우 2000년  들어 이 보다 15% 가량 격히 증가

한 반면, 물자 지원은 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을 포함한 단순한 물자 

지원의 경우 1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지속가능한 개

발을 한 개발 원조를 근래 들어 더욱 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물 지원, 물자지원  인  력수단 제공, 그리고 기술 력수단 지

원을 모두 포함하는 로젝트 사업 한 최근 증가하고 있다. 로젝트 사

업은 수원국의 유형 자산(physical capital) 증가를 목 으로 하는 원조로 

직 이고 실질 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분류를 보면 아시아 지역이 평균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아 리카, 남미 순이다. 아시아지역은 우리나라와 경제, 외교, 문

화 등  분야에서 긴 한 력 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

에 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에서도 상 으로 우리

나라와 가까운 동남아 지역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 리카에 한 지원은 2006년에 년보다 10% 이상 증가하 다. 이

는 최근  세계 으로 아 리카 개발을 한 노력이 개되고 있음에 

기인한다.

9 한국국제 력단(KOICA)의 사업형태 분류 기 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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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연도별 무상원조 유형

단 : 건, %

구분
개발
조사

문가
견

해외
사단

연수생
청

물자
지원

로
젝트

합계

1991

~1995

3

(0.5)

88

(15.7)

71

(12.7)

354

(63.3)

33

(5.9)

10

(1.8)

559

(100.0)

1996

~2000

3

(0.4)

62

(9.2)

56

(8.3)

523

(77.6)

18

(2.7)

12

(1.8)

674

(100.0)

2001

~2005

1

(0.1)

43

(5.5)

180

(22.8)

535

(67.9)

18

(2.3)

11

(1.4)

788

(100.0)

2006

~2008

4

(0.7)

14

(2.6)

105

(19.3)

384

(70.7)

9

(1.7)

27

(5.0)

543

(100.0)

합계
11

(0.4)

207

(8.1)

412

(16.1)

1796

(70.0)

78

(3.0)

60

(2.3)

2564

(100.0)

자료: KOICA 무상원조실 통계

표 2-9.  연도별 무상원조 지역

단 : 건, %

연도
아시아 아

리카
남미 기타 합계

동남아 서아시아 동 소계

1991

~1995

238

(42.6)

24

(4.3)

33

(5.9)

295

(52.8)

103

(18.4)

87

(15.6)

74

(13.2)

559

(100.0)

1996

~2000

320

(47.5)

45

(6.7)

77

(11.4)

442

(65.6)

95

(14.1)

84

(12.5)

53

(7.9)

674

(100.0)

2001

~2005

385

(48.9)

37

(4.7)

62

(7.9)

484

(61.4)

145

(18.4)

110

(14.0)

49

(6.2)

788

(100.0)

2006

~2008

261

(48.1)

17

(3.1)

37

(6.8)

315

(58.0)

163

(30.0)

54

(9.9)

11

(2.0)

543

(100.0)

합계
1204

(47.0)

123

(4.8)

209

(8.2)

1536

(59.9)

506

(19.7)

335

(13.1)

187

(7.3)

2564

(100.0)

자료: KOICA 무상원조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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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지역별 무상원조 유형

단 : 건, %

구분
개발
조사

문가
견

해외
사단

연수생 
청

물자 
지원

로
젝트

합계

아

시

아

동남아
10

(0.8) 

91

(7.6)

287

(23.8) 

771

(64.0) 

15

(1.2)

30

(2.5) 

1,204

(100.0) 

서아시아
0

(0.0) 

7

(5.7) 

14

(11.4) 

92

(74.8) 

6

(4.9) 

4

(3.3) 

123

(100.0) 

동
0

(0.0)

9

(4.3)

4

(1.9)

194

(92.8)

2

(1.0)

0

(0.0)

209

(100.0)

소계
10

(0.7) 

107

(7.0)

305

(19.9)

1,057

(68.8) 

23.0 

(1.5) 

34.0 

(2.2) 

1,536

100.0 

아 리카
1

(0.2)

37

(7.3)

34

(6.7)

386

(76.3)

31

(6.1)

17

(3.4)

506

(100.0)

남미
0

(0.0)

48

(14.3)

40

(11.9)

228

(68.1)

12

(3.6)

7

(2.1)

335

(100.0)

기타
0

(0.0)

15

(8.0)

33

(17.6)

125

(66.8)

12

(6.4)

2

(1.1)

187

(100.0)

합계
11

(0.4)

207

(8.1)

412

(16.1)

1,796

(70.0)

78

(3.0)

60

(2.3)

2,564

(100.0)

자료: KOICA 무상원조실 통계

2. 농업분야 력사업 황

  최근 ODA 체에서 농업 련부문이 하는 비 이 소폭 증가하고 있

고, 참여 기 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이 극 으로 국제농업 력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KOICA  

EDCF의 농업분야 지원규모가 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에서는 우리

나라 농업분야 력사업의 황을 련기 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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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현황

  KOICA의 아시아 지역의 농 개발 분야의 사업별 지원  비 은 인 라 

건설  설비투자 심의 로젝트 사업이 압도 으로 많다. 그 다음으로 

해외 사단 견, 지개발조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원국 내 정치  이익집단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개발원조사업의 

가시  성과를 해 개발원조사업의 창기에 자본집약  설비  인 라 

건설 주로 개발원조가 이루어 졌기에 로젝트 사업 비 이 높게 나타났

다. 이는 단기  가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수원국의 실을 고려하

지 않은 자본집약  설비 심의 원조가 이루어짐으로써 공여국의 개발원

조가 수원국 지로 순조롭게 착근되지 못하고, 지의 사정에 합하게끔 

복제진화하는데 애로가 발생함으로써 개발원조의 지속가능한 효과, 

즉 장기 으로 원조개발의 효과성에 의문이 두되고 있다.

  2000년  반 들어 로젝트 주의 농어 개발원조가 갖는 한계 을 

극복하고, 련 유 기 의 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원조의 효과성

과 지속성을 극 화하기 한 방안으로 지의 농어 개발 련 조사연구

의 비 이 증가하고 있다. 지 농어 개발조사는 수원국 실정에 합한 

기술 력발굴과 함께 개발원조를 효과 으로 이행하기 한 수원국의 

련 인 능력제고 방안강구 등 개발원조의 효과를 극 화하는데 목 을 두

고 있다. 이와 련하여 수원국의 주인의식  참여  개발정신고양이라는 

제에 입각하여, 공여국 문가 견 는 공여국 내 교육훈련을 지양하

고, 수원국내에서의 는 수원국 인력이 주도하는 기술 력을 지향하고 있

다.10 해외 사단 견사업은 국내 청년실업흡수 방안의 일환으로 2000년

 반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OECD/DAC에서 독립 인 

기술 력으로 분류됨으로써 비구속성 상에서 제외되고 있다.11

10
 기술 력에 한 자세한 설명은 제 2장 양자간 공 개발원조 유형  기술 력 

부분 참조
11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는 원조사업의 구매참여 격 국가에 한 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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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기간별 아시아 지역 농어 개발 분야 KOICA 사업별 지원  비  추이

  주: 1995~2008년간 KOICA의 아시아 지역 농어 개발 분야 지원  긴 원조, 의료단, 

태권도, 행정성 경비, 개발인식증진, 국제기구 력 사업에 한 실 이 없었으므

로 제외하 음.

자료: KOICA 무상원조실  통계에서 필자 재분류  정리

  이와 함께 2000년  반 들어 NGO를 활용한 농어 개발 련 해외원

조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2.2 우리나라 농업분야 관련 기관 해외개발협력현황

2.2.1 농림수산식품부

  농림부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해외 력사업을 본격 으로 시행하고 있

다. 국제농업 력사업은 2006~09년간 10개국에 50여건을 지원하 다. 주

모든 OECD회원국과 모든 ODA 수원국이 제약없이 완 하게 참여가능한 경우

를 말한다. 자세한 설명은 제 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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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6 2007 2008 2009

계 100 97 170 401

국제농업 력사업 0.7 11 18 28

해외농업개발사업 - - - 240

국제기구 분담 100 86 152 133

요 력사업형태로는 청연수․세미나 개최 36건, 문가 견 12건, 기

자재 지원 2건 등이 있다. 주요 상국으로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

마, 아제르바이젠, 인도네시아, 네팔, 부탄 등을 들 수 있다.12 주요 력사

업분야로는 농 개발  농업정책 련 분야가 가장 많고(35.4%), 그 다음 

축산 련 분야(20.0%)이다.

  국제기구 분담  납부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이  받아 7개 국제기구를 

리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FAO 130억, IFAD 12.7억, WFP 1.3억, 

ARRDO13 0.8억 등을 지원하 다.

  ODA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을 두고 있는 해외농

업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 으로 시행되면서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생

산  유통 시설 구축 등에 극 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2-11.  농림수산식품부 개도국 지원 액 추이

단 : 억원

12
 2010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제농업 력사업은 산규모가 확 됨에 따라 

한국농 경제연구원이 행하고 있으며, 수원국의 농업⋅농 련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의 공 능력, 효과 등을 감안한 장기  국제농업 력계획을 수립

하여 국제농업 력사업의 문성 확보를 담보하고 있다.
13 ARRDO의 지원 은 ODA에 포함되지 않는다(<표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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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DCF 추진 사업

  198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유상원조인 경제개발 력기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1987~2009년 동안 농림수산업

분야에 체 승인액의 3.6%, 체 집행액의 5.1%를 지원하 다. 2000년  

어들어 농림수산업 분야의 승인액은 2003년 14.8%, 2005년 9.7%, 2007

년 14.3%로 체 승인액 비 한자리수 이상인 10% 를 유지하고 있다. 

집행액 기 으로는 체 집행액 비 2005년에 4.0%를 차지한 이후 2009

년이 7.3% 수 에 머물고 있으나 2006년 11.2%, 2008년에는 13.3%로 

EDCF 자 을 집행한 체 기간의 평균보다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어 

농림수산업분야에 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 으로는 2001년 국 감숙성 감숙농업 학교 농업기술연구소 건립

사업에 2,490백만원을 승인( 체 집행액은 2,489 백만원)한 이후 2003년 

국 벼농사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25,476 백만원( 체 집행액은 

24,152 백만원), 앙골라 농업 화 사업에 33,119 백만원(30,369 백만원 

집행), 이집트 농 화 사업에는 35,463 백만원(2009년 말 기  집행

액은 없음)을 승인하 다.

표 2-13.  EDCF 자 의 농림수산업분야 지원 추이

단 : 백만 원, %

구 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승인액
액 2,490 - 25,476 - 33,119 - 101,068 - 25,254

비 2.2 0 14.8 0 9.7 0 14.3 - 2.0 

집행액
액 1,075 - 2,243 247 6,564 15,253 12,029 31,547 22,746

비 0.7 0 1.6 0.2 4.0 11.2 7.7 13.3 7.3 

출

잔액

액 27,722 27,722 29,965 30,212 36,776 52,028 64,057 94,634 116,409

비 3.8 3.0 2.9 2.6 2.3 3.7 4.1 5.5 5.8 

  주: 비 은 승인액, 집행액, 출잔액 체 액  농수임업분야에 한 각각의 비

임.

자료: 수출입은행, 외경제 력기  업무통계(2009년 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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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기타 농업 련 기  력사업

  농 진흥청은 1971년부터 자체 으로 해외농업 기술 력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2009년 산은 34억(자체 28억, KOICA 6억)이고, 자체사업으로 

해외농업기술지원센터 구축(KOPIA, APACHI, KAPACHI), 농업인턴 해외 

견 등이 있다. KOICA의 탁 력사업으로는 개도국 연수생 청훈련 

 문가 견 등이 있다.

  산림청은 2005년부터 자체 으로 해외 력사업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산은 38억(자체 18억, KOICA 20억)으로 자체사업은 2005년부터 몽골, 

국 황사  사막화 방지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KOICA 탁사업으로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열 림 복구 지원 등이 있다.

  그 외 기 으로는 농어 공사(KOICA 41억, EDCF 5억, 농림수산식품부 

1.8억), 농 경제연구원(KOICA 1.7억, 농림수산식품부 1.8억), 식품연구원

(KOICA 0.7억, 농림수산식품부 1.6억) 등이 농림수산식품부, KOICA, 수

출입은행 등으로부터 력자 을 지원받아 해외농업 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해외농업개발 진출 황  추세 분석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민간의 해외농업투자를 지칭하는 해외농업개

발사업은 주로 공공부문의 농업분야 유⋅무상원조를 지칭하는 국제농업

력사업과 직  계는 없다. 그러나 재 우리나라의 농업 련 기업의 

해외진출의 지역분포, 형태, 투자규모 등은 향후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의 

해외이 략을 구축하는데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농업기술의 효

과 인 해외이 략은 공공과 민간의 력 계에서 모색될 수 있고, 민간

에서 이행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의 황은 그 기 조건을 구성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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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역별 진출 형태

  해외농업개발의 진출업체 자료에 한 분석을 통하여 시기별･지역별 투

자 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한 원자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농어 공사

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 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농업 련 진출  

투자 인 업체는 686개임. 지역별로는 아시아 45.8%, 미주 39.8%, 오세아

니아 10.2%의 순으로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형태별로는 도소매

유통형이 48.0%, 농장  생산형이 40.5%, 농식품 가공  혼합형이 

11.5%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은 농장  생산형, 미주 지역은 도소매유통형 심의 진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 농장/생산형이 50.0%를 하고 있지만 

이  1개 업체를 제외하곤 모두 극동 러시아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

럽 지역은 도소매유통 심으로 진출하 다고 할 수 있다. 오세아니아 지

역은 열 과일의 도소매유통형태의 진출이 다수이나, 산림  임업자원개

발과 이를 가공하는 자원개발 형태의 진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 리

카 지역은 우 로지스틱스의 마다카스카르 지 농장개발계약이 성립된 

것이 반 되어 있다.

  지역별 진출형태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아시아 지역은 지 , 

임  등 렴한 생산비를 활용한 농장/생산형 심으로 진출하고 있다. 반

면 유럽  미주 지역의 경우 상 으로 잘 갖추어진 물류  풍부한 

SOC 자원을 활용하는 도·소매 유통 심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오세아니아주의 경우 산림·임업자원개발  가공 등 지역의 자연부

존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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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지역별 진출 형태

단 : 건, (%)

구분 농장/생산
농식품/가공  
혼합형

도･소매/유통 합계

아시아
195

(62.1) 

41

(13.1) 

78

(24.8) 

314

(45.8) 

유럽
14

(50.0) 

4

(14.3) 

10

(35.7) 

28

(4.1) 

아메리카
57

(20.9) 

7

(2.6) 

209

(76.6) 

273

(39.8) 

오세아니아
11

(15.7) 

27

(38.6) 

32

(45.7) 

70

(10.2) 

아 리카
1

(100.0) 

0

(0.0) 

0

(0.0) 

1

(0.1) 

합계
278

(40.5) 

79

(11.5) 

329

(48.0) 

686

(100.0) 

  주: 조사시  재 가동 인 업체만을 분류함.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2008년 말 재), 농어 공사 내부자료(2009년 2월말 재)

3.2 연도별 진출 지역

  해외농업투자  진출지역의 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1970년   그 

이 은 아시아 지역을 심으로 진출하 다(75.0%). 1980년 는 임업  

산림개발 수요로 인해 오세아니아 지역 심(53.8%), 1990년 는 국에 

농산물 가공  유통 형태의 진출로 아시아 심의 진출이 이루어졌다

(56.6%). 2000년  어들어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화훼  원 , 종

자산업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  유통에 있어 BT활용과 함께 도소매

유통 심의 미주지역으로의 진출이 두드러졌다(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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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연도별 진출 지역

단 : 건, (%)

       지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합계

1970년   
이

6

(75.0) 

0

(0.0) 

2

(25.0) 

0

(0.0) 

8

(1.2) 

1980년
1

(7.7) 

0

(0.0) 

5

(38.5) 

7

(53.8) 

13

(1.9) 

1990년
86

(56.6) 

16

(10.5) 

23

(15.1) 

27

(17.8) 

152

(21.9) 

2000년
222

(42.5) 

21

(4.0) 

243

(46.6) 

36

(6.9) 

522

(75.1) 

합계
315

(45.3) 

37

(5.3) 

273

(39.3) 

70  

(10.1) 

695

(100.0) 

  주: 조사시  재 가동 인 업체에 퇴출신고업체를 포함한 것임. 퇴출을 신고한 기업

은 14개 업체인데 그  극동 러시아가 9개, 아시아가 5개 업체임. 그 가운데 5개업

체는 진입연도가 불확실하 음. 따라서 진입/퇴출을 모두 확인 가능한 업체 수는 

686개 업체에서 9개를 더한 총 695개 업체임.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2008년 말 재), 농어 공사 내부자료(2009년 2월말 재).

3.3 연도별 진출 형태

  연도별 진출형태는 1970년 와 그 이 은 농장개발  생산 심이었고, 

1980년 는 임업·산림자원개발  가공을 심으로 농식품/가공  혼합

형이 주를 이루었다. 농산물시장 개방이 본격 으로 시작된 1990년 는 

국을 심으로 농장개발  생산 심, 2000년 는 도소매 유통 심의 진

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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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연도별 진출 형태

단 : 건, (%)

구분
농장/생산

농식품/가공  

혼합형
도･소매/유통 합계

1970년   
이

4

(50.0) 

1

(12.5) 

3

(37.5) 

8

(1.2) 

1980년
3

(23.1) 

7

(53.8) 

3

(23.1) 

13

(1.9) 

1990년
90

(59.2) 

35

(23.0) 

27

(17.8) 

152

(21.9)

2000년
190

(36.4) 

36

(6.9) 

296  

(56.7) 

522

(75.1) 

합계
287

(41.3) 

79

(11.4) 

329  

(47.3) 

695

(100.0) 

  주: 조사시  재 가동 인 업체에 퇴출신고업체를 포함한 것임. 퇴출을 신고한 기업

은 14개 업체인데 그  극동 러시아가 9개, 아시아가 5개 업체임. 그 가운데 5개업

체는 진입연도가 불확실하 음. 따라서 진입/퇴출을 모두 확인 가능한 업체 수는 

686개 업체에서 9개를 더한 총 695개 업체임.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2008년 말 재), 농어 공사 내부자료(2009년 2월말 재).

3.4 지역별 진출 형태별 투자규모

  업체당 평균 투자 액은 87만 5,800달러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오세

아니아가 204만 5,000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주, 유럽, 아시아순

으로 나타났다. 진출형태별로는 농식품 가공  혼합형태가 업체당 272만 

5,900달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농장  생산형태, 도･소매/유통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오세아니아 지역에 업체당 투자 액이 많은 것은 산림 식재  가공 등 

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미주 지역의 농식품 가공 형태의 투

자 규모는 업체 평균 776만 달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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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지역별 진출 형태별 평균 투자액

단 : 천 달러, ( )는 업체 수

구분 농장/생산
농식품/가공  
혼합형

도･소매/유통 평균

아시아
851.6  

(171)

591.0  

(41)

521.0  

(78)

725.9  

(290)

유럽
391.7  

(6)

583.3  

(3)

742.8  

(10)

606.7  

(19)

아메리카
945.3  

(57)

7,760.0  

(7)

539.8  

(209)

809.6  

(273)

오세아니아
539.6  

(11)

6,920.1  

(14)

429.6  

(32)

2,045.0  

(57)

평균
848.1 

(245)

2,725.9 

(65)

530.8 

(329)

875.8 

(639)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2008년 말 재), 농어 공사 내부자료(2009년 2월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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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DAC 공 개발원조 개황

  2008년 기  OECD/DAC 회원국들의 체 ODA 규모는 121,483백만달

러로 미국이 26,842백만달러를 지원하여 가장 큰 규모의 ODA 자 을 집

행하고 있고 그 다음이 독일(13,981백만달러), 국(11,50백만달러), 랑

스(10,908백만달러), 일본(9,579백만달러)순이다. 우리나라는 802 백만달러

로 총 23개 국가  19번째로 많은 규모의 ODA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

라보다 은 규모의 ODA를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그리스, 포르투갈, 룩셈

부르크, 뉴질랜드가 있다.

  OECD/DAC 체 회원국의 평균 GNI 비 ODA 비율은 0.31% 로 스웨

덴이 0.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룩셈부르크(0.97%), 노르웨이(0.88%), 

덴마크(0.82%), 네덜란드(0.8%) 순이다.14 우리나라의 GNI 비 ODA 비

율은 0.09%로 23개 국가  가장 낮다. 국민 1인당 ODA 규모도 GNI 

비 ODA 규모의 순 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체 ODA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의 GNI 비 ODA 비율은 0.19% 이고 독일은 0.29%, 랑스 0.39%, 

국 0.43%, 일본 0.19% 이다.

  국민 1인당 ODA 규모도 GNI 비 ODA 규모의 순 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OECD/DAC 회원국의 평균 국민 1인당 ODA 규모는 136 달러이

14 2009년 OECD/DAC 회원국의 GNI 비 ODA 비율의 산술평균은 0.4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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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룩셈부르크가 847달러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르웨이(826달러), 

스웨덴(511달러), 덴마크(509달러), 네덜란드(424달러) 순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ODA 규모가 17달러로 OECD/DAC 평균의 12.5%에 불과함으

로써 23개 회원국  가장 작다. 미국의 국민 1인당 ODA 규모는 88달러, 

일본은 75달러에 불과하다.

표 3-1.  2008년 OECD/DAC 회원국의 ODA 규모 

구분
규모

(단 : 백만US$)
ODA/GNI 비
(단 : %)

1인당 ODA
단 : US$)

미국 26,842 0.19 88

독일 13,981 0.38 170

국 11,500 0.43 189

랑스 10,908 0.39 175

일본 9,579 0.19 75

네덜란드 6,993 0.8 424

스페인 6,867 0.45 149

이탈리아 4,861 0.22 82

캐나다 4,785 0.32 143

스웨덴 4,732 0.98 511

노르웨이 3,963 0.88 826

호주 2,954 0.32 138

덴마크 2,803 0.82 509

벨기에 2,386 0.48 223

스 스 2,038 0.42 265

오스트리아 1,714 0.43 206

아일랜드 1,328 0.59 306

핀란드 1,166 0.44 219

그리스 703 0.21 63

포르투갈 620 0.27 60

룩셈부르크 415 0.97 847

뉴질랜드 348 0.3 81

합계 121,483 0.31 136

한민국 802 0.09 17

  주: 순지출 기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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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국가별 ODA 지원규모 순 (2008년)

단 : 백만 달러

그림 3-2.  국가별 ODA/GNI 비  순 (2008년)

단 : %



OECD/DAC 주요국의 공 개발원조 황50

847
826

511
509

424
306

265
223
219

206
189

175
170

149
143
138

88
82
81
75
63
60

17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캐나다

호주
미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일본
그리스

포르투갈
대한민국

그림 3-3.  국가별 1인당 ODA 액 순 (2008년)

단 : 달러

  OECD/DAC 회원국 체의 공 개발원조 자  약정액은 통계자료를 제

출하는 국가에 따라 각각의 원조 유형을 명확히 지정하는 않은 경우가 많

고 미지정된 비율이 크다. 뿐만 아니라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

술 력이 혼합되어 지원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엄 하게 원조 분야별 

ODA 원조유형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OECD 국제개발원조통계의 원자료(raw data) 분석 없이 발표된 2차 통

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야별 원조 유형을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OECD의 국제개발통계 내부자료를 재분류하면 <표 3-2>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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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 미지정

1

9

9

5

총계 100.0 50.0 0.02 9.1 40.9 

사회 인 라  서비스 25.9 10.9 0.02 4.3 10.6 

경제 인 라  서비스 32.3 29.8 0.0 0.5 2.1 

생산(산업) 8.3 4.5 0.0 1.3 2.4 

  농업, 임업, 수산업 6.4 3.3 0.0 1.1 2.0 

  산업, 업, 건설 1.7 1.1 0.0 0.2 0.4 

  통상정책  조정 0.1 0.0 0.0 0.0 0.1 

  무역  0.0 0.0 0.0 0.0 0.0 

다분야 9.4 4.5 0.0 1.6 3.3 

물자원조  일반 로그램 원조 10.4 0.1 0.0 0.1 10.2 

기타 13.7 0.1 0.0 1.3 12.3

2

0

0

0

총계 100.0 24.9 0.1 28.4 46.5 

사회 인 라  서비스 33.5 8.1 0.1 18.4 6.8 

경제 인 라  서비스 18.1 11.9 0.1 3.0 3.1 

생산(산업) 7.0 1.9 0.0 2.4 2.6 

  농업, 임업, 수산업 4.9 0.9 0.0 1.9 2.1 

  산업, 업, 건설 1.8 1.0 0.0 0.3 0.4 

  통상정책  조정 0.2 0.0 0.0 0.2 0.1 

  무역  0.0 0.0 0.0 0.0 0.0 

다분야 8.2 2.4 0.0 2.9 2.9 

물자원조  일반 로그램 원조 9.5 0.1 0.0 0.1 9.3 

기타 23.8 0.4 0.0 1.6 21.7

2

0

0

5

총계 100.0 15.6 7.3 24.6 52.5 

사회 인 라  서비스 31.0 5.5 3.6 16.0 5.9 

경제 인 라  서비스 11.0 6.4 1.0 1.7 1.9 

생산(산업) 5.5 1.8 0.7 2.0 0.9 

  농업, 임업, 수산업 3.4 0.9 0.6 1.3 0.6 

  산업, 업, 건설 1.5 0.8 0.0 0.4 0.2 

  통상정책  조정 0.4 0.0 0.1 0.3 0.1 

  무역  0.1 0.1 0.0 0.0 0.0 

표 3-2.  OECD/DAC 체 ODA 분야별/원조 유형별 비  추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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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야 5.9 0.6 0.7 2.6 2.0 

물자원조  일반 로그램 원조 3.3 0.5 0.1 0.1 2.5 

기타 54.2 1.5 1.2 3.4 48.2

2

0

0

8

총계 100.0 18.5 7.7 15.9 58.0 

사회 인 라  서비스 39.9 5.0 3.6 10.3 20.9 

경제 인 라  서비스 17.1 9.0 1.6 1.1 5.4 

생산(산업) 6.9 2.0 1.2 1.7 2.0 

  농업, 임업, 수산업 4.6 0.9 1.0 1.1 1.5 

  산업, 업, 건설 1.7 1.0 0.1 0.3 0.2 

  통상정책  조정 0.6 0.0 0.0 0.3 0.2 

  무역  0.1 0.0 0.0 0.0 0.0 

다분야 6.9 1.6 0.6 2.1 2.5 

물자원조  일반 로그램 원조 5.1 0.6 0.6 0.0 3.8 

기타 24.3 0.2 0.1 0.6 23.4

  주: 1) 미지정: 로젝트 원조와 로그램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젝트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그램 원조의 혼합 +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의 혼합 형태

2) 기타는 부채 련 지원, 인도  지원, 행정비용, NGO 지원, 수원국으로부터의 거

, 미배분임.

자료: OECD Credit Reporting System_Full

  기술 력 분야에 한 약정액의 비 은 1995년 이후 지속 으로 증가하

여 2005년 체 약정액의 24.6%를 차지하 으나, 2008년에는 15.9%까지 

하락하 다. 지원 분야별로 보면 보건, 교육 등에 을 둔 사회 인 라 

 서비스 분야로의 약정액 비 이 가장 크고, 교통, 통신 등의 분야로 지

원되는 경제 인 라  서비스 분야로의 약정액 비 이 두 번째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임업․어업의 세부 분야에 한 약정액은 농업 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임업, 어업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임업․어업 분야에 한 약

정액 에서는 기술 력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원조형태로는 2005년부터 수원국의 재정시스템을 이용하는 로그램 원

조의 비 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DAC의 비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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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원조의 원칙과 함께 공여국-수원국간의 원조의 투명성 확보를 한 노

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OECD/DAC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원조의 평균 비 은 2007년 84.6%, 

2008년 87.3%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비구속성 원조 비 은 

2007년 24.7%로 23개 회원국  가장 낮았고, 2008년에는 35.8%로 포루

투칼 다음으로 낮은 수 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DAC 가입에 

표 3-3.  DAC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황

단 : %

구분
2007년 2008년

유상 무상 체 유상 무상 체

DAC 회원국 87.0 84.2 84.6 85.0 87.9 87.3

핀란드 100.0 89.5 90.7 100.0 91.7 92.3

스웨덴 100.0 100.0 100.0 100.0 99.9 99.9

노르웨이 100.0 99.9 99.9 100.0 100.0 100.0

독일 95.8 92.6 93.4 99.2 97.6 98.2

일본 92.5 100.0 95.1 94.9 100.0 96.5

랑스 76.7 99.6 92.6 69.5 95.6 81.9

스페인 18.3 99.0 89.1 28.6 95.3 69.1

이탈리아 11.9 70.6 59.8 38.0 86.1 78.0

벨기에 0.0 95.1 92.0 12.1 96.7 91.9

포르투칼 0.0 74.9 58.0 - 91.2 29.1

호주 - 98.4 98.4 100.0 96.6 96.7

오스트리아 - 86.6 86.6 - 92.3 92.3

캐나다 - 74.6 74.6 - 90.8 90.8

덴마크 100.0 95.3 95.5 100.0 98.5 98.5

그리스 - 42.3 42.3 - 37.9 37.9

아일랜드 - 100.0 100.0 - 100.0 100.0

룩셈부르크 - 100.0 100.0 - 100.0 100.0

네덜란드 - 81.1 81.1 - 94.5 94.5

뉴질랜드 - 87.8 87.8 - 92.7 92.7

스 스 100.0 99.7 99.7 100.0 97.3 97.3

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국 100.0 68.4 68.5 100.0 75.0 75.0

우리나라 24.2 26.1 24.7 34.0 43.3 35.8

자료: 국회 산정책처(2009. 11), 공 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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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비구속성 원조의 비 을 높이는 것이 시 하다. 우리나라는 2015년

까지 유상원조의 경우 50%, 무상원조의 경우 100%까지 비구속성 원조 비

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2. 주요국의 공 개발원조 체계  황15

2.1 OECD/DAC 주요국의 공적개발원조 체계

  OECD/DAC에 소속된 22개 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원조 지원체

계를 취하고 있다.16 이  우리나라의 원조 지원체계와 비슷한 것은 포

르투갈과 스페인으로 OECD/DAC 내 다른 회원국에 비하여 상 으로 

유상원조의 비 이 높고 유․무상 원조의 정책과 집행 기 이 나 어져 

있다.

  일본은 2008년 반까지 JICA(일본국제 력단,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통한 기술지원과 JBIC(일본국제 력은행,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을 통한 차 으로 나 어져 있던 유․

무상 원조를 2008년 10월 New JICA로 체제를 개편하여 유․무상 집행기

능을 일원화하 다. 미국은 무상원조의 경우 국무부, 농림부, 재무부 등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정책이 이루어지고 집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연방

개발 력부(BMZ: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zamenarbeit 

und Entwicklung)가 정책을 통합하는 신, 집행은 개발원조 성격에 따라  

연방개발 력부 산하의 상이한 기 이 담당한다. 즉, 무상원조  기술

력은 GTZ(독일기술 력), 유상  무상자 력 로젝트는 KfW(국 개

15
 국가별 분야/형태별 원조 액의 상세한 내역은 부록 참조

16
 2008년 12월 말 재 우리나라는 DAC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제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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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OECD/DAC 회원국들의 유․무상 원조 지원체계 황(우리나라 제외)

구분 회원국 내  용

유무상

이원화

정책․집행

분

포르투칼
유상원조 비 이 높고 유․무상 분

스페인

이탈리아 외교부와 재경부가 모두 유․무상 원조 모두 운

벨기에 유상원조 비 이 낮고 유․무상 분

정책-통합

집행-분
독일

개발 력부(BMZ)가 정책통합, 집행은 산하기
인 GTZ(무상  기술 력), KfW(유상  무상 
로젝트)에 분

정책-분

집행-통합
랑스 2004년부터 단일 집행기구 설립

유․무상 일원화
일본

외교부가 정책수립, 2008. 10월 New JICA로 집
행 통합

호주 외교부가 정책수립, AusAID로 유․무상 집행통합

무상원조 분

오스트리아 외교부, 재무부, 교육부 등 분산

미국 국무부, 농무부, 재무부 등 분산

뉴질랜드 외교부 산하기 (NZAID) 외 정부부처에 분산

그리스 외교부, 재정경제부 등 분산

무상원조 분  극복

캐나다
외교부 산하 CIDA
* 수상 주재로 원조 정책 조율과 감독

룩셈부르크 외교부 산하 Lux-Development

스웨덴 외교부 산하 SIDA

스 스 외교부 산하 SDC

아일랜드
2003년 외교부 심으로 원조 정책과 집행 통합 
개

핀란드 외교부 내로 정책수립부와 집행담당부가 통합

노르웨이 외교부가 원조 정책 수립, 조율  감독 총

덴마크
기존 외무부 산하 주요 집행기 이었던 
DANIDA가 외교부내 련 정치․경제부서로 
통합, South Group을 설립해 원조 집행 담당

부처  독립기구가 

총

국
개발 력 부처인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가 원조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총

네덜란드

개발 력 장 (Ministry for Development Co- 
operation)과 외무부 장 (Ministry for Foreign 
Affairs)이 동등한 지 의 두 수장으로서 외교부
(MFA) 통합 장

자료: 국회 산정책처, ｢공 개발원조 사업 평가｣, 2010. 11, p.50



OECD/DAC 주요국의 공 개발원조 황56

발은행)에 분 되어 집행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외교부 산하의 공 개

발원조 집행기 이었던 DANIDA(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가 외교부내 련 정치⋅경제부서로 통합됨으로써 무상원조의 정

책입안과 집행의 이원화를 단일화시켰다.

2.2 주요국별 ODA 내역

2.2.1 덴마크17

  덴마크는 OECD/DAC에서 인구가 가장 은 나라  하나이지만 UN의 

권고기 인 GNI 비 ODA 약정액의 비 이 0.7%가 지속 으로 넘어 경

제규모 비 원조규모로는 표 인 모범 공여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비구속성 원조의 비  한 개발 력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치

에 합당할 정도로 높다. 이는 덴마크 국민의 국제개발 력사업에 한 지

지와 덴마크 정부의 원조를 통한 자국의 외교  향력 향상의 노력에 

한 결과이다.

  덴마크는 1949년에 UN에 소규모의 자 을 제공한 것으로 외원조를 시

작하 다.18 덴마크 정부는 1961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돕는 정책을 본격 으

로 시행하면서 정당, 언론 등의 호응과 국민  공감 를 형성하고자 노력하

다. 이에 따라 외원조 사업을 담당할 사무국(DANIDA: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을 외무부내에 설치하 다. 이 시기부터 

덴마크 원조의 기본 인 목 은 수원국의 기  생활수 의 향상에 있다. 19 

17
 주동주(2009), ｢북유럽 국가의 ODA 발 과정과 황: 덴마크와 핀란드를 심

으로｣; 권율․정지선(2009),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시사 ｣, 

국회 산정책처(2010), ｢공 개발원조 사업 평가｣, Carol Lancaster(2007), 

Foreign Aid, 참조
18

 그러나 덴마크는 이 시기에 마샬 원조를 받고 있었기에 규모 원조를 제공할 

경제  여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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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961년 덴마크의 GNP 비 외원조 비율은 0.12%로 

OECD/DAC 평균인 0.54%에 못 미쳤으며 1960년 의 외원조실 은 이 

정도 수 을 유지하면서 매우 조한 실정이었다. 한편, 이 시기부터 덴마

크 정부는 원조자 의 25% 이상을 자국기업의 수출과 연 시킨다는 정책

을 추구하고 있다.

  덴마크의 원조정책은 1971년에 “국제개발 력법”을 제정하면서 변화하

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원조 자 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8년 GNP 

비 0.7%를 달성한 이후 지 까지 이 수  이하로 원조 규모가 감소한 

이 없다. 이후 1985년에 1992년까지 GNP 비 원조의 비 을 1.0% 까지 

증가시킨다는 정책을 수립하 다. 그에 따라 1992년에는 GNP 비 원조

의 비 이 1.0%를 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원조자 의 25% 이상을 자

국기업의 수출과 연 시킨다는 정책은 고수하 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우  정권이 덴마크 정부를 구성함에 따라 원조 

산이 삭감되었다. 이는 이 까지 덴마크 국민들의 원조에 한 극  

지지에서 소극  지지로 시각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덴마크의 외원조 시행체계는 1980년 까지 개발 력을 담당하는 

DANIDA 라는 조직이 있었으나, 1991년 조직 개편 이후 외무부내 실무조

직(남부그룹)이 체 개발 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2003년 이후 덴

마크는 개발 력사업에 한 권한을 재외 공 에 이양하는 정책을 추진하

여, 재외 공 이 사업 발굴과 시행에 한 반 인 권한과 책임을 지니게 

되었다.

  덴마크는 1960년 부터 지속 으로 자국의 외교 인 목표보다는 수원국 

국민들의 인권  생활수  향상에 심을 두고 사회 인 라 구축에 원조

의 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덴마크는 국제 으로 개발 력사업에 한 

선도  치를 리게 되었고, 이는 소국인 덴마크가 세계 외교에서 향

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19
 이는 경제 인 라 심이 일본 원조와 다른 이다. 일본의 ODA 체계와 황

은 다음 에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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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2003년 덴마크의 원조 조직

자료: Lancaster(2007), p208

  그러나 덴마크의 원조는 자국의 수출 증 와 연계되어 왔다. 원조 기

부터 체 원조의 50%는 국제기구에 지원하고, 25%는 소득국에 무상원

조로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소득국에 유상원조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

진하 다. 이  유․무상 원조를 덴마크 내 기업들과 연 시킨다는 정책

을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 사회의 권고에 따라 유상원조와 

구속성 원조를 거의 다 감소시킨 상황이나, 덴마크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덴마크 기업에 하여 손실을 보 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덴마크 기업들의 지속 인 개발도상국에 한 진출을 

장려하려는 것이다.

  덴마크의 원조 유형별 약정액의 비   로젝트 원조, 기술 력은 지

속 으로 감소하고 있고, 2005년에 로그램 원조의 약정액이 증가한 후 

2008년 다시 감소하 다. 동시에 원조의 유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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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한 원조 약정액은 1995년에 비하여 2008년에는 46.2%가 증가하

다.

  구체 으로 약정액 기  덴마크의 로젝트 원조, 기술 력에 한 지원 

비 은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고, 2005년에 로그램 원조의 약정액이 증

가한 후 2008년 다시 감소하 다. 한 명시 으로 원조의 유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미지정 유형에 한 원조 약정액은 1995년에 비하여 2008년에

는 46.2% 증가하 다.

  덴마크의 농업․임업․어업 분야에 한 약정액은 농업 분야가 가장 크

고 어업 분야가 임업 분야에 한 약정액보다 더 큰 비 을 차지하고 있

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농업개발분야로 큰 비 의 로그램 원조 사업을 

시행하 다.

2.2.2 독일20

  독일의 외 원조의 목 은 제 2차 의 패 국으로써 국가의 명성을 

회복하여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재등극할 뿐만 아니라 냉 이 심화됨에 따

라 공산주의의 확 를 방지하려는 외교 인 것과 함께 1970년 까지 경제 

인 라 주로 지원을 하여 자국 기업의 수출을 증 시키려는 리 인 것

이었다. 그러나 1970년 부터는 BMZ의 기능을 강화하여 개발 력을 심

으로 외 원조를 진행하 다. 이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에 

한 국민  공감과 지원이 바탕이 된 것이다.

  즉, 독일의 원조는 BMZ를 심으로 개발도상국에 한 개발 력에 

한 목 이 심이 되어, 외교와 리 인 목 을 배재하지 않고 추가하여 

왔다. 독일은 인도  지원, NGO 지원 등의 분야가 체 약정액에서 차지

하는 비 이 상 으로 크다. 이는 1970년 까지 와는 달리 1980년 에 

독일이 경제 인 라 분야에 한 지원을 상 으로 이고 개발도상국의 

사회인 라 증가  인도  지원을 심 으로 시행하 기 때문이다.

20 Lancaster(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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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원조의 시 는 1952년 UN확 기술원조계획(EPTA, Expanded 

Program of Technical Assistance)에 다자원조를 시행하면서 부터이다. 이

후 지속 으로 다자원조를 증가시켜 1950년  후반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다자간 원조를 시행하 다.

  독일의 양자간 원조는 1956년 경제 후진국을 돕는 외무부 산이 

5,000만 마르크가 책정됨에 따라 시작되었다. 1961년 독일은 제 2차 

의 피해에서 회복됨에 따라 미국의 외 원조 증액 요구와 아시아, 남

미, 아 리카에서 심화된 냉 에 한 응으로 외 원조 규모를 증가

하 고, 개발부(BMZ)를 신설하 다. 이에 따라 1975년의 공여 규모는 

1970년의 3배 수 으로 증가하 다. 한 1975년에 원조 총액의 30% 수

의 다자간 원조를 시행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다자간 원조를 

시행하는 국가 다.

  이와 같이 독일은 1970년 부터 BMZ를 심으로 개발 력을 목 으로 

외 원조를 시행하 다. 이는 독일의 공 개발원조가 외교  리 목

에 지우 쳤다는 독일 내의 NGO들의 비난에 응한 것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독일은 혼합신용 정책, 국에 한 지원 등 리를 목 으로 

하는 외 원조도 지속 으로 시행하 다.

  1990년  들어 독일은 소련연방이 붕괴됨에 따라 체제 환국에 한 

원조를 시행하 다. 한 기후 변화, 보건, 환경 등 범세계 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에 해서도 외원조를 시행하려 하 다. 그러나 독일 통일

에 한 비용으로 인하여 산이 감소하여 외 원조 규모를 감소시켰다.

  1998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좌  연합 정부는 이 의 우  정부보다 

해외개발 력 정책을 시하여 BMZ의 권한을 강화하고 1998년 109억 마

르크에서 2001년 124억 마르크로 원조 액을 증가시키기 시작하 다.

  독일의 외 원조 자 의 기술․재정 지원의 산  정책 편성은 경제

부와 외무부가 분담하고 독일 개발부는 당  공여 정책의 조율만을 담하

는 기구 다. 실제로 외 원조 자 의 집행은 국 개발은행(KfW)가 무상

원조를 담당하고 기술지원은 독일기술 력(GTZ)가 담당하 다.

  세부조직으로는 개발 자원 인력을 담당하는 독일개발서비스(DED)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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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독일과 개발도상국에서 개발 문가를 양성하고 문가들간의 의를 

주간화는 독일국제개발재단(InWEnt, 이  DSE)가 있다. 개발도상국에 투

자하는 기업을 상으로 융자를 담당하는 독일투자개발(DEG)도 있었으나, 

2001년에 국 개발은행(KfW)에 통합되었다.

  이후 BMZ의 권한이 확장되어 BMZ는 개발원조에 한 정책입안을 담

당한다. BMZ는 개발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산하기 인 국 개발은행

(KfW)와 독일기술 력(GTZ)은 개발 력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한 16개의 시․도가 각각의 세 으로 운 되는 외 원조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부분 독일 내 외국인의 교육이나, 소규모 해외 로

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3-5.  독일의 공여조직

자료: Lancaster(2007), p174에서 필자 조정

  독일의 개도국 원조  인도  지원, NGO 지원 등의 분야가 체 약

정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 상 으로 크다. 그리고 농업․임업․어업 분

야에 한 약정액 에서는 기술 력 유형이 차지하는 비 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 으로 크다. 2005년에는 농업 분야에 한 약정액이 55.9%, 

임업 분야에 한 약정액이 43.0%를 차지하여 타국에 비하여 임업분야에 

한 지원 비 이 크고, 이  임업개발 분야에 한 비 이 30.6%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OECD/DAC 주요국의 공 개발원조 황62

2.2.3 일본21

  일본은 1980년  원조의 규모를 증가시켜 1989년부터 1990년  반까

지 가장 큰 규모의 외 원조를 시행한 국가이다. 이는 제 2차 의 패

국으로써 후 배상 과 1970년 부터 수출 증 에 기인한 국제 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자국의 외 향력 확 에 한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

나 동시에 가장 큰 규모의 원조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외 원

조는 수원국의 자체의 소득  복지 증진에 한 목 보다는 자국의 수출

업체와 하게 연 되어 수출 확 와 우호국들의 원자재 확보를 목 으

로 하여 국제사회의 비 을 받기도 하 다.

  일본의 외 원조는 제 2차  패배 후 아시아 13개국에 1954~77년의 

23년간 총 20억 달러 상당의 배상   재원을 재공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러한 사업들은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일본 기업이 련 로젝트를 기획하

여 개발도상국 정부에 건의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승인하여 일본계 기업이 

수행하는 체계 다. 이를 통하여 일본은 자국 기업의 수출 확 와 원료 확

보, 수원국의 생산성 증 를 목표로 하 다. 한 일본의 원조 정책은 이 

시기부터 NGO 등의 국민들의 참여보다는 일본 정부와 련된 기업들의 

연합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1970년 에 일본은 이 까지 원조 상을 동남아시아 국가 주로 운

하다가 유가 동을 겪으면서 원자재 확보를 하여 동아시아에 있는 국

가로까지 확 하 고 두 작황의 부진을 겪으면서 식량안보를 하여 

라질 등에도 원조를 시행하 다. 그리고 일본의 무역 규모 흑자와 리추

구 행태로 인하여 국제 인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에 한 해결책으로 

원조 규모를 증가시키기 시작하 다. 한 아시아의 안보에 신경을 써 달

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 일본의 원조는 미국과 동조를 하기 해 외교

인 목 으로 시행되기도 하 다.

21
 강철구․홍진이(2009), ｢일본 국제원조정책의 배경과 특징에 한 고찰｣,  

Lancaster, C.(2007) Foreign Ai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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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1980년 에 원조 규모를 격하게 증가시켜 1989년에는 세계 최

의 원조 공여국이 되었다. 이후 1990년  반까지 외 원조 규모를 지

속 으로 증가하 다. 그리고 OECD/DAC의 원조 원칙에 부합하기 하여 

엔차 의 구속성을 폐지하 다.

  1990년 에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 을 의식하여 NGO와 공조하여 

외 원조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 다. 1992년에는 수원국의 기  생활을 

증진시키고 인도 인 심을 갖으며 환경을 시하는 원조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공 개발원조헌장’을 발표하기도 하 다.

  일본은 1961년에 기술 교육과 지원 활동을 통합한 외기술 력단

(OTCA: Overseas Technical Cooperation Agency)를 설치하여 외무성이 

리하 고, 이 기구는 향후 일본국제 력단(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되었다. 그리고 1960년에 차 을 리할 목 으로 

외경제 력기 (OECF: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를 설치하

고 이는 1999년 일본수출입은행에 통합되면서 일본국제 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되었다. 이후 2008년 10월에 

New JICA가 발족하여 유․무상 원조 분 성을 극복하기 하여 일본국제

력단이 하던 기술지원과 일본국제 력은행이 집행 하던 차 , 외무성에

서 시행하던 무상원조 사업의 일부분을 시행하게 되었다.

  일본의 외 원조 정책은 자국의 리추구를 목 으로 개발도상국의 사

회 인 라보다는 경제 인 라를 심으로 지원하 고 지식이  등의 소

트웨어 분야보다는 도로  교각 건설 등 하드웨어 주 다. 한 

OECD/DAC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낮은 증여율 등으로 큰 규모의 외 원

조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수원국의 빈민층보다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가는 원조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일본의 외 

원조가 NGO  국민들의 지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부 료와 기업

들간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 Lancaster(2007)는 일본

의 외원조가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일본국민들이 자선을 요

시 여기지 않는 통에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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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일본의 공여조직

자료: Lancaster(2007), p114에서 필자 조정

  1995~2008년간 일본의 원조 공여실 을 보면 앞서 말한바와 같이 사회 

인 라  서비스 분야보다는 경제 인 라  서비스 분야의 원조 규모가 

더 크다. 한 경제 인 라  서비스 분야 지원과 연계되어 수원국의 교

각, 도로 건설 등의 분야에 많은 원조를 시행함에 따라 로젝트 원조의 

비 이 높다.

  일본의 해외 원조가 자국 기업의 수출증 와 연 되어 시행되었다는 것

은 경제 인 라  서비스 분야의 비 이 상 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크며, 로젝트 원조 유형의 비 을 크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러한 원조 양상은 농업․어업․임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개발, 농

업용수자원 개발, 임업개발과 련된 지원을 상 으로 규모가 큰 로젝

트 원조 심으로 시행해 왔다.

2.2.4 미국

  미국은 GNI 비 공 개발원조자 의 비율이 다른 OECD/DAC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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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인 자  규모면에서는 세계 1 의 

원조자  공여국이다.

  미국의 원조는 창기에 공산권 확  방지라는 외교  목 에 의하여 

유지되었다. 이후에도 외교 인 목 과 개발 력에 한 목 이 혼재되어 

있다(Lancaster(2007)).

  미국의 원조가 본격 으로 시작된 것은 1947년 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하여 유럽의 경제 회복과 안정을 목 으로 4년간 130억 달러를 지원한 

마샬 랜으로 볼 수 있다. 이후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한 ‘포인트 포’ 기

술지원 로그램을 시행하 으나, 이는 규모도 작고 주로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하여 사용되었다. 이 후 외원조가 축소될 수 있었으나, 1949년 

국의 공산화와 1950년 한국 쟁에 의하여 안보목 으로 외원조는 지

속되었다.

  미국은 1950년 에 외 원조를 감소시키려 하 으나 소련에서 자신들

의 성국가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 지원을 시작하면서 방향이 바

었다. 미국은 개발도상국들의 성장과 근 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산

화가 될 수 있다고 단하고 그들의 경제․사회 발 을 하여 외 원조

를 시행하 다. 이에 따라 1950년  후반에 개발도상국의 장기 성장을 도

모하기 하여 개발차 기 (DLF: Development Loan Fund)를 설치하여 

양허성 차 을 제공하 다. 한 1954년부터 시작된 식량원조 로그램

(PL 480, Public Law 480)의 목 은 잉여농산물을 양허  조건으로 개발

도상국에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농산물 수출 시장을 확 하기 한 것이기

도 하다.

  1960년  들어 네디 행정부는 개발 력을 외 원조의 목 으로 하

다. 이를 하여 남미진보동맹을 만들고 아 리카의 독립 국가들을 지원하

다. 이와 함께 제 2차  이후 경제가 회복된 독일과 일본으로 하여  

외 원조를 증가하도록 종용하 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평화 사단을 만

들어 기술 지원, 교육, 문가 견을 시행하 다. 한 개발차 기 과 국

제 력단(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통합하여 미국 국무부 

산하에 독립기 으로 국제개발국(USAID: Agency for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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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을 만들었다.

  1970년 에 들어 미국은 원조 목 에 개발 력을 고려하기 시작하 다. 

그에 따라 원조 자   다자원조를 통한 비 이 증가하 다. 그리고 아

리카 지역의 규모 기아 사태, 방 라데시의 홍수 등도 미국의 외 원조 

목 에 개발 력이 포함되는 데에 지 한 향을 끼쳤다. 그에 따라 1980

년 기  20  경제원조 수혜국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같이 외교 인 

의도의 원조와 함께 사하라 이남의 국가들을 상으로 하는 개발 력 목

의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다.

  1980년  이건 행정부는 외 원조 자 의 규모를 감소시키려 하 다.  

그러나 앙아메리카 니카라과의 경우와 아 리카에 한 인도  지원으

로 인하여 미국의 원조는 지속 으로 증가하 다.

  미국의 원조 체계는 타 국가에 비하여 복잡한 구조이다. 먼  USAID는 

개발 력 목 의 원조를 리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가 외교목

과 개발 력 목 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리가 허술하고 다루기

가 까다로우며 새로운 기회에 둔감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 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에서도 USAID에서 리하지 않는 개발 력 목 의 원조 공여

을 리한다.

  1990년  들어서는 이 까지 USAID 심의 원조에 반하여 각 부처별

로 독자 으로 원조를 실시하기도 하 다. 식량원조 로그램은 당  미국 

농무부가 리하 으나, 이후 USAID가 부분을 리하 고, 상국가의 

선정은 련 기 과 의하여 결정한다. 미국 재무부는 다자간 원조  국

제개발은행에 한 지원 을 리하고 국무부는 UN 개발기구에 한 출

연 을 리한다.

  부시 정부는 2002년에 기존의 미국원조청 이외에 개발 력을 목 으로 

MCA(Millenium Challenge Account)를 발표하 다.22 이후 MCA의 집행 

기 으로 MCC(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를 2004년에 설립하 다.

  미국의 외 원조의 목 은 1947년에 냉 시 에 공산화 방지를 한 

22 이는 미국원조청에 비하여 더 효율 인 개발원조 자 을 집행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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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개발 력과 외교 사이에서 지속 인 충

돌이 있었다. 미국이 제 2차  이후에 공산주의에 항하는 서방의 리

더이자 세계 인 강 국이라는 상과 함께, 냉 시기에는 공산화 방지를 

한 원조의 근거가 있었으나 이후에는 개발도상국의 발 을 통한 공산화 

방지가 개발 력 원조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외 원조의 목 이 개발 력이 심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미

국인들이 외 원조를 부정 으로 여기는 것에 있다. 원조만큼 책임과 자

립도 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  들어서 기독교 단체를 

심으로 개발국에 외 원조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인식과 HIV/AIDS 

방지를 해 개발 력 목 의 원조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

작하 다. 따라서 아직까지 미국의 원조의 주요 목 이 외교가 될지 개발

력이 될지에 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5～2008년간 자료를 보면 미국은 농업․임업․어업에 하여 

로그램 원조와 기술 력의 유형으로 지원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그  

다른 국가와 달리 특이한 것은 마약 체 소득원 개발을 한 약정액( 2005

년 37.5%, 2008년 23.5%)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2.3 시사점

2.3.1 ODA에 한 인식제고  국민  공감  형성

  OECD/DAC 가입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ODA 규모를 증가시키고 비

구속성 원조의 비 을 높이기 해서 가장 먼  필요한 것이 ODA의 필요

성에 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감  형성이다. 국제 원조는 국내의 자국 

국민들에게 직 이고 가시 인 효과를 지니지 못 하므로 정치 인 선택

시 후순 가 될 경우가 많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조를 하는 

미국과 1990년  가장 큰 규모의 원조를 시행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덴마크도 2000년  들어 자국 내 이민자들의 문제와 연 되어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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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자 을 감축하기로 한 우  정당을 지지하면서 GNI 비 ODA의 비

이 감소하 다. 그러나 1960년 부터 덴마크에서 원조 규모를 증가시킬 

때에는  국민 인 지지가 뒷받침되었다.

  국회 산정책처(2010)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 한 원조의 요성에 

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요하다’와 ‘꽤 요하다’고 답한 비

이 덴마크와 체코가 97%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스웨덴, 스페인이 96%의 응

답률 보이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처럼 외원조의 GNI 비 비 이 높고 

원조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에서는 국민들의 높은 수 의 외 원조

에 한 지지가 있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외원조 사업에 하

여 ‘매우 잘 알고 있다’와 ‘알고 있다’고 답한 비 이 51%로 잘 모르거나 

모른다는 답변의 비 과 거의 같아 아직까지 외원조 사업에 한 인지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 력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3년 미국원조청의 자 에 의해 

개발도상국 연수생 청훈련을 최 로 실시하 고 1965년에 자체 자 에 

의해 연수생 청연수 사업을 시행하 다. 그 후 1987년에 외경제 력기

을 창설하 고, 1991년에는 ODA 무상원조기 으로 한국국제 력단을 

설립하 다. 따라서 독자 인 외 원조 자 을 집행하는 기 이 설립된 

것은 1987년 이후로, OECD/DAC의 다른 원조공여국가들에 비하여 외

원조의 역사가 짧다고 볼 수 있다.23 이 와 에 1997년 IMF 구제 융의 여

로 외원조정책은 국내경제문제해결보다 후순 에 머물 고, 2008년 

국제 융 기는 외원조에 한 국민  인식제고와 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 다.

  그러나 2009년 11월 우리나라는 OECD/DAC 가입에 따라 공식 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이 되었다. 가입조건으로 ODA 규모면에서 2008년 기

 GNI 비 ODA 비율이 0.09%에서 2015년 0.25%수 으로 지속 으로 

증가시켜야 하고, 질 인 면에서도 비구속성 원조의 비 을 이고 유상원

조의 비 도 감소시켜야 한다. 이를 해서는 수출입은행, KOICA, 련 

23 한국국제 력단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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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 시행 기  등에서 개발도상국에 한 공 원조의 필요성에 

한 지속 인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ODA에 한 인식과 지지를 확

보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ODA의 안착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

이다.

  농업과 련해서도 국제농업 력이 국내농업으로의 정책지원 과 심

이 감소하여 마이 스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

록 국제농업 력의 체계와 략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수원국의 농

지역의 빈곤타 와 인 자원개발을 통한 수원국의 “인간의 기본  욕구충

족(BHNs: Basic Human Needs)"을 만족시키는 우리나라의 농업  농 개

발 력과 지원은 향후 수원국으로 하여  우린농업⋅농 기술의 잠재  

수요자로 자리매김하여 우리의 련 산업의 발 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 에서 자세하게 언 된다. 

2.3.2 외 원조를 이용한 국제  향력 확

  미국의 외원조 정책에서 보았듯이 외원조 정책은 국가의 외교 인 

목표와 개발도상국의 소득 증   삶의 질 향상을 기본으로 하는 개발

력의 목표가 혼합되어 추구되는 경우가 많다. 한 일본은 자국의 산업과 

수출 증진을 하여 외 원조 자 이 사용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처럼 외원조 자 은 자국 내부의 사정을 하여 반드시 개발 력이 목표

를 하여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덴마크는 자국 산업의 수출 증진을 하여 수출신용, 유상원조를 

지속 으로 유지하다가 국제사회에서 비 을 받기도 하 다. 한 일본은 

외 원조 자 을 자국의 산업 발 과 연 시켜 사용하여 1990년  가장 

큰 규모의 원조를 시행하 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에서 비 을 받았다.

  공여국들이 자국 산업과 연 된 원조 정책을 취함에 따라 OECD/DAC

에서는 수원국의 능력 증진  원조와 산업 간의 연계를 분리를 하여 비

구속성 원조의 비 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기  비구속

성 원조의 비 이 35.8%로 낮은 수 인 우리나라에게도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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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 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수원국 심의 개발 력 원조만

을 시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비 을 피할 수 있는 수 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인 목표  국내 산업과 연계된 외 원조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한 한 가지 방법이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기술지원을 통해 

수원국에 우리나라의 기술을 체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물질  기술만이 아

니라 넓은 의미로 청연수 등의 교육까지도 포함된다. 수원국에 우리나라

의 기술이 체화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련 기자재 등의 수요가 증

가한다. 한 우리나라에서 련된 분야의 기본기술을 지속 으로 발 시

킬 경우 지속 인 기술이 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을 체화시켜 국제 인 

남-북24간 분업을 이룰 수 있다. 이 경우 수원국에서 우리의 련 산업에 

한 시장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련 산업의 안정  퇴출과 

함께 신기술 개발  력과 R&D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3. 수원국 지역  소득 그룹 원조 황

  OECD/DAC를 구성하는 24개 회원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18개 회원국(EU 집행 원회 포함)은 모두 유럽의 국가

들이다. 이에 DAC 체 지역별 원조 비 은 아 리카가 가장 크고 그 다

음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 리카에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인구의 비 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24
 여기에서 남-북이란 지리 인 의미가 아니라 원조 자 을 수원하는 개발도상국

(남)과 공여국(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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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DAC 체 순지출액 기  지역별 원조 비  추이

단 : %

자료: OECD.stat

  OECD/DAC의 체 원조액  하  소득국에 한 비 이 가장 큰 것

은 이라크, 국, 인도, 카메룬, 팔 스타인 등에 한 지원이 크기 때문이

다. 특히 2005년에는 이라크에 한 원조액이 220억 달러가 넘어 체 하

 소득국에 한 원조의 50% 이상을 차지하 다. 이 후 이라크에 한 

원조 이 감소함에 따라 체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 도 감소하 다.

  최빈국에 한 원조는 2003년 콩고민주공화국에 한 원조가 약 54억 

달러로 단일 수원국  가장 많았으나 이후 2004년에는 18억 달러 수 으

로 감소하여 체 원조 비 에서 최빈국의 비 도 감소하 다. 2005년부터 

아 가니스탄에 한 원조가 증가하여 2007년에는 40억 달러 정도까지 증

가하 음. 한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아 리카 국가들을 

심으로 수원 액이 증가하여 체 원조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 이 증가

하 다. 나이지리아에 한 지원은 2005년 64억 달러, 2006년 114억 달러 

수 으로 소득 미배분 국가들에 한 원조 비 이 증가하는데 원인이 되었

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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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DAC 체 순지출액 기  소득그룹별 원조 비  추이

단 : %

자료: OECD.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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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DAC 가입요건

1.1 원조공여조건

  ｢원조공여조건에 한 권고(Revised DAC 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 1978)｣와 ｢최빈국에 한 비구속성 권고(The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는 DAC 회원국으로서 수해야할 표  주요 규범이다. ODA/GNI 비율 

규정은 1995년 당시에는 0.2% 이상을 DAC 가입조건으로 견지하 으나, 

2004년 개정시 DAC 회원국 평균이 0.23%에 불과하 기에 원조의 양  

조건을 ODA/GNI 0.2% 이상 는 연간 1억달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원조의 규모가 크나 ODA/GNI 비율이 낮은 국가

의 DAC 가입이 용이하다.  2009년 기  DAC 회원국 체 ODA/GNI 비

율은 0.31%(평균 0.48%)이고 우리나라는 0.1%에 달하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는 ｢ODA약정액/GNI｣ 비 을 2012년 0.15%, 2015년 0.25%로 증가시

킬 계획이다.

  ｢원조공여조건에 한 권고(Revised DAC 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 1978)｣는 원조공여국의 ODA 약정액에 한 평균 

증여율(Grant Element)을 최소한 86%로 증가시키고, 개별 최빈국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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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의 증여율을 3년 평균 86%이상으로 하고, 최빈국 그룹에 해서는 

연간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GNI에 한 

ODA 약정규모 비율이 DAC 회원국보다 히 낮은(통상 회원국 평균의 

75% 미만) 국가는 목표수 을 달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2 증여율(Grant Element: GE)

  원조공여조건에 한 권고  증여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권고수 인 

86%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2006년 89.1%, 2007년 89.5%) 나타났으나, 

｢ODA약정액/GNI｣ 비 이 2007년 0.14%, 2008년 0.09%에 불과함으로써 

권고수 인 0.23%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한 최빈국 체에 한 

증여율이 2007년 84.5%로 권고수 인 90%에 비해 낮고, 개별 최빈국에 

한 증여율 3년 평균 한 권고수 인 86.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ODA 자  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비 을 나타내는 증여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원조공여액의액면가치
원조공여액의액면가치 원리금상환액의현재가치

×

여기서원리금상환액의현재가치 
 



 기의원리금상환액
  할인율원조국통화의상업표준금리

   원조공여액이  무상원조로이루어질경우
  원조공여액이  상업차관으로이루어질경우

  원리  상환액의 재가치를 작게 할수록 증여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매기

의 상환액을 작게 즉, 무상원조 비 을 증가하거나 유상원조의 경우엔 할인

율을 크게 책정하면 된다. 할인율은 10%를 일률 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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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2년 1월 시행

용 상 사업

국제수지  구조조정 지원, 부채탕감, 로그램 원조, 투자사업 

원조, 수입 물지원, 상업서비스 계약, 구매가 따르는 NGO에 

한 ODA, 투자 련 기술 력(IRTC)

용제외 사업 독립 인 기술 력(FTC), 식량원조 

용 상 국가 최빈국, 최빈국에 포함되지 않은 고채무빈곤국(HIPCs) 8개국

1.3. 비구속성(Untied Aid) 권고

  ｢최빈국에 한 비구속성 권고(The 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Least Developed Countries)｣는 과거 선진공여국들이 

ODA 련 재화  용역의 조달처를 자국 는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구속성 원조(tied aid)를 실시함으로써 ODA를 자국의 상품수출 진흥의 수

단으로 활용에 따른 수원국의 원조효과 경감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의 무역

왜곡 발생하는 것을 지양하기 해 제정되었다.

  원조공여 로그램 참가자 비차별 원칙은 공여국의 원조 로그램에 공여

국 뿐만 아니라 수원국을 포함한 제 3국의 련 기업  기 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여 로그램에 공여국의 련기업  기 만이 배타

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빈국의 국제수지  구조조정을 

한 산지원, 외채경감, 투자 로젝트 등에 한 원조의 언타이드가 본격

화되었다. 식량원조, 기술 력의 경우 특정 로젝트 비나 수행과 무

한 독립된 기술 력(FTC: 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는 비구속

성 용 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로젝트 수행을 한 투자

련 기술 력(IRTC: 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은 로

젝트 원조로 분류되어 언타이드를 의무화하고 있다.

표 4-1.  최빈국에 한 비구속성 원조 권고안의 용범   상국가

  

  스칸디나비아 반도국을 비롯한 북유럽은 원조의 비구속성 원칙을 경주

하기 해 수원국의 정부조달 로그램 개선에 력  투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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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기  DAC 평균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비율은 87.3% 이나 우

리나라는 35.8%로 DAC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 이다. 특히 DAC 회

원국들의 최빈국에 한 양자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2007년 기  84.0%이

나 우리나라는 19.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원조 언타이트화는 아직 보 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동

안 부분의 ODA가 사실상 구속성 원조로 운용됨에 따라 2006년까지 우

리나라 양자간 비구속성 원조의 비 은 2~4%에 불과하 다. 그러나 비구

속성 원조가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면서 2005년 11월 “ 외원조의 종합

책”에서 OECD/DAC 기 에 부합하도록 유무상 원조의 비구속성화의 

진 , 단계  시행을 명시하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비구속

성 원조수주능력제고를 병행하기로 한 바 있다.

표 4-2.  구속성 여부에 따른 우리나라의 양자간 ODA 지원규모

단 : 백만 달러

구분
2007 2008

액 비 (%) 액 비 (%)

무상

비구속성 58.6 26.1 99.7 43.3

구속성 165.8 73.9 130.3 56.7

소계 224.4 100.0 229.9 100.0

유상

비구속성 141.2 24.2 329.2 34.0

구속성 443.1 75.8 638.6 66.0

소계 584.2 100.0 967.8 100.0

총계

비구속성 199.7 24.7 428.8 35.8

구속성 608.8 75.3 768.9 64.2

계 808.6 100.0 1,197.7 100.0

  주: 1) 약정액 기

2) 기술 력  행정비용 제외

3) 구속성에는 부분 비구속성 포함

4) 무상, 유상, 총계에서 비 은 각각 무상, 유상, 총계의 연도별 총액 비 연도별 

비구속성, 구속성 지원 액의 비 임.

자료: 수출입은행 내부자료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유․무상원조의 비구속성 비 을 40%, 75%로, 

2015년에는 50%, 100% 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2008년 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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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비 은 35.8%로 년 비 11.1%p 증가하 고, 그  무상원조의 비

구속성 원조 비율은 43.3%로 년 비 17.2%p 증가하 다. 이는 KOICA

의 비구속성 원조 액의 증가와 함께 련 부처의 개도국 기술 력의 증

가에 따른 것이다.

그림 4-1.  우리나라 양자가 원조의 구속성 황

단 : %

2. 비구속성 원조와 기술 력

  국민소득에서 ODA의 비 과 비구속성 원조 비 은 “+”의 계에 있다.  

이는 ODA의 역사가 오래된 원조 선진국일수록 비구속성 원조 비 이 높

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2008년 DAC의 ODA/GNI 평균은 

0.31 %이고, 비구속성 원조는 87.3%에 달하고 있다. 반면 개발원조 신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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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인 우리나라는 ODA/GNI 0.09%, 비구속성 원조 비 은 35.8%에 불

과하다.(2008년 재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이 아님)

그림 4-2.  DAC 회원국의 ODA의 GNI 상  비 (


)과 비구속성

원조 비 (2008년도)

  <그림 4-2>에서 DAC 회원국의 ODA의 GNI 상  비 과 비구속성 

원조 비 간의 상 계 알 수 있다. ODA/GNI 비율이 높은 네덜란드의 

경우 비구속성 ODA 비 이 높고, 상 으로 ODA/GNI 비율이 낮은 미

국의 경우 비구속성 ODA 비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GNI 비 ODA 약정비율을 DAC 권고수 까지 증가시키는 

것도 시 하나, 비구속성 원조 비 을 높이는 것에 더 인 노력이 필

요하다. 단기간에 GNI 비 ODA 약정비율을 격하게 증가시키기 용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ODA 규모가 상 으로 크

기 때문에 ODA/GNI 비율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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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ODA 략은 비구속성 원조 비 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아져

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빈국에 한 원조 비구속화는 DAC 가입의 

심사기 이며 2008년 DAC 검토에서도 우리나라에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 

  비구속성 원조의 비 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특정 로젝트 비나 수

행과 무 한 ｢독립된 기술 력(FTC: Free-Standing Technical Co- 

operation)｣을 증가시키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수원국의 지 자본 

 부존자원의 효율 인 사용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독립된 기술 력에

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발조사, 문가 견, 자원 사자 견, 개

도국 유학생  연수생 지원, 기술 력과 련된 물자 지원, 개발문제 연구

비 지원 등이 있다.25

  수원국의 유형 자산을 증가시키는 로젝트 원조  투자 련 기술 력

(IRTC: 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은 DAC에서 비구속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로젝트 원조와 연계된 기술 력은 수원국 뿐만 아

니라 다른 공유국들에게도 입찰 참여를 개방함으로써 투명성 강화를 담보

하여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ODA 기에 로젝트와 무 한 독립된 기술 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ODA/DAC 가입요건 의 하나인 비구속성 원조의 비 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는 다음 정리 <기술 력과 비구속성 권고조

건>으로 요약된다. 이를 규명하기 해 먼  다음 식을 도입한다.

     (1)

     : 체 ODA 액

       : 구속성 원조 액

      : 비구속성 원조 액

      : 독립된 기술 력 원조 액

      : 원조 액  행정비용

25 제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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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인 개발도상국과의 장기  약정, 인도  지원 등으로 총 ODA 

액과 그 구성요인을 유동 으로 조정할 수 없을 경우 기술 력과 행정비

용을 제외한 원조 액 와 기술 력 간에 체 계 성립한다. 따라

서 총 ODA 규모가 일정수 에 머물러 격하게 증가시킬 수 없고, 증가

하더라도 체감 으로 증가하는 개발원조 기단계에서는 기술 력() 

심의 개발원조를 통해 비구속성 비  


를 증가시킬 수 있다.

  OECD/DAC의 권고사항정의에 따르면(표 4-2) 구속성, 비구속성은 체 

원조 액  기술 력 액과 행정비용에 소요된 것을 제외하고 분류·산정

한다. 따라서 기술 력과 행정비용에 소요된 액은 비구속성 제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명의 단순화를 하여 본 모형에서는 부분비구속성 원

조 액은 구속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구속성, 비구속성 

분류 상은 다음 식을 만족한다.

       (2)

    : 구속성, 비구속성으로 분류되는 원조 액의 합

  - 구속성 원조 액 비 : 


(3)

  - 비구속성 원조 액 비 : 


(4)

<정리: 기술 력과 비구속성 권고 조건>

 <증명>

  이는 가 증가하는 경우 


가 증가하는 조건을 규명함으로써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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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총 ODA 액 구성 즉, 에서 행정비용 AC

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에 크게 배되지 않기에, 총 ODA 

액이 일정수 에 주어졌을 때 A와 TC 는 체 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가 증가할 때 


가 감소하는 조건을 도출하면 된다. 이는

다음 식이 만족되는 조건이다.

  











 






   (5)

   여기서

  

  이므로

  





                           (6)

가 성립되어야 한다. 즉, A가 증가할 때 


가 감소하기 해서는 (식 6)

이 성립되어야 한다.

  (식 6)은 기술 력이 증가할 때 비구속성 비 이 증가하기 해서는 A

에 한 비구속성 원조의 한계변화가 A에 한 비구속성 원조의 평균변화

보다 작은 구간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다음 <그림 4-3> 에 도

시된 바와 같이 A에 한 비구속성 원조의 궤 이 체감하는 부분에서 성

립한다. 즉, 기술 력의 증가가 비구속성 원조 비 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비구속성 원조가 체감 으로 증가하는 부분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Q. 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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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앞의 <그림 4-2>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ODA/DAC 평균에 미치지 않는 원조국들은 비구속성 원조의 궤 이 체감

하는 부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 개발의 역사가 미천

한 신흥 공여국의 경우 기술 력 를 증가시킴으로써 비구속성 비  




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림 4-3.    의 궤

   주: 우리나라의 ODA/GNI 비 은 2008년 말 기  0.086%에 불과하고, DAC의 평균은 

0.48%, 비구속성원조규모가 체증 으로 증가하는 시기는 ODA 선진국처럼 ODA/ 

GNI 비 이 0.82%26 이상에서 이루어진다.

  즉, ODA 기 단계에서는 ｢독립 인 기술 력(Free-Standing TC)｣27을 

26 <그림 4-2>에서 DAC회원국의 ODA/GNI 비 과 비구속성원조 비 의 회귀분

석에서 덴마크 이상의 ODA 선진국의 비구속성 원조 비 이 체증 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회귀식을 독립변수인 ODA/GNI 비 에 하여 

미분하면 변곡 은 0.8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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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공 개발원조를 시행하는 것이 비구속성 공여조건을 효과 으로 충

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국의 개발사업  계획에 한 타당성 분석, 기

술용역무상제공 등 개발조사, 문가 견, 해외 사자 견 등과 함께, 개도

국 유학생  연수생지원, 기술 력과 련된 물자지원, 개발 련 사회  

문화사업, 개발문제 연구비지원, 개도국의 경제성장  복리증진과 련된 

각종 세미나 개최 등의 특정 로젝트와 무 한 독립 인 기술 력의 경우 

OECD/DAC의 권고에서 비구속성 용 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 원조의 기단계에서 ODA에 한 국민의 인식제고  공감  형성

이 요하나 국제원조의 특성상 국내의 자국민들에게 직 이고 가시

인 효과가 조하기 때문에 공 개발원조의 자 증 는 정치  선택의 후

순 로 자리메김될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련 국내산업  자원의 해외진

출과 연계하는 구속성 원조 심의 개발원조와 함께 공 개발원조자 을 

순차 으로 증가시키는 등 보수 으로 운 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유

도한다.28

  이는 공 개발원조의 기단계에서는 구속성 원조를 심으로 개발원조

가 이루어고, 비구속성 원조는 체감 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

개발원조 선진국의 개발원조의 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29 따라서 북

유럽과 같이 ODA 선진국 수 의 개발원조규모에 도달할 때까지 기술 력

심의 ODA를 수행하는 것이 비구속성 권고조건을 효과 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DA 공여국으로서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 공여국이 

27
 제 2장 참조

28 제 3장 2  참조
29

 덴마크, 독일 등 공 개발원조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공 개발원조 

기에 구속성 원조 심의 ODA를 자국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 진 등의 수단으

로 활용하 다. 이 경우 수원국의 경제발 과 능력함양(capacity building)을 

해하는 부작용을 래할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fair trade)에 배된다는 (공여

국, 수원국 포함한)ODA 련국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OECD/DAC의 권고강령

으로 비구속성 원칙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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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DAC의 비구속성 권고를 효과 으로 이행하는 략은 기술 력을 

심으로 ODA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흥 공여국이 수

원국의 기술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 한 기술(appropriate technology)｣

을 공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ODA의 성공  수행여부가 결정된다. 우

리나라는 기술발 의 단계(chain of technology development)상 선진국과 

후진국사이의 수 에 치하고 있어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이 이 상

으로 용이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 력 심의 ODA 수행은 

OECD/DAC의 비구속성 권고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 (effective)이고도 

가능한(feasible) 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30

3. 농업기술 력과 원조 유형

3.1 기술협력의 변천 개황

  OECD/DAC 가이드라인에 따른 ODA 사업의 시 별 특징을 보면 1960

년 에는 거시  개발지표의 설정  개선, 1970년 는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 1980년 는 인 자원개발과 여성의 능력개발, 1990년 는 지속가능

한 개발, 참여  개발, 2000년 는 주인의식과 트 십 강화, 참여  개발

과 좋은 통치가 심이었다. 한편 수원국의 수요패턴은 1960년  물 자본

(Physical Capital), 1970~80년  인 자본(Human Capital), 1980~90년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 2000년  사회자본(Social Capital) 구축으

로 변모하 다. 이는 차 개발 력분야의 이 물  자본 심에서 개

도국의 능력을 함양(capacity building)하여 자체 으로 지속 인 개발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문으로 이동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30
 정기술과 련하여 우리나라의 기술공 가능성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

세히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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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력은 수원국 국민의 지 자본(human intellectual capital)증가와 

부존자원의 효율 인 사용 능력 향상을 목 으로 주로 교육  훈련 등 인

 력 수단을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독립 인 기술 력(Free-standing 

TC)｣을 지칭하는 것으로 로젝트와 연계된 투자 련 기술 력과는 구분

된다. 기술 력은 수원국 국민의 지식, 기능, 기술  노하우  생산능력 

등의 수 을 향상시키기 한 재원공여국 정부의 재정지원으로서 비구속 

칙 용 상에서 제외된다. 수원국의 능력함양은 원조효과를 극 화하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KOICA와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

가  자원 사단 수원국 견, 수원국 유학생 지원  연수생 청 교육

훈련 등이 기술 력으로 분류되어 비구속성 책의 용 상에서 제외되

고 있다.31

3.2 농업기술협력의 변천

  1960년  이후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한 농업기술 ODA 

지원은 1960~70년 의 생산성 증 , 1980년 의 고부가가치 분야로 다각

화와 함께  산림  수산자원 개발 지원확 , 1990년  이후 수원국의 

개발능력을 제고를 목 으로 농 종합개발, 농업기술보 체계 역량 강화 

등의 3단계로 나 어 발 해 왔다. 특히 동남아국가에 한 원조는 1960년

의 을 심으로 한 녹색 명기술의 확산을 통한 식량의 자 과 농 빈

곤퇴치에 을 두었다. 그 후 원 , 산림, 수산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까지 원조의 상을 확 하 다

  1990년  이후부터 재까지는 UN이 설정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 한　

친환경 개발과 인간 인 삶을 살기 한 기  욕구의 충족 인 에서 

근한 BHNs(Basic Human Needs) 를 충족시키기 한 새천년 의 개발 

목표인 MDG(Millenium Development Goal)에 을 맞춘 기아와 빈곤의 

31 제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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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치, 양결핍에 한 식량 안보, 그리고 기후 온난화에 비한 사막화 방

지 분야 등에 집 인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분야 원조지원형태의 변화로는 과거 1960년  개별 심의 로젝트

형 원조에서 2000년  어들어 MDG의 달성을 해서 여러 개의 로젝

트가 통합하여 동시에 지원되는 로그램형 원조사업으로 바 어 가고 있

다. 이는 시 의 변화에 개발원조의 패러다임과 원조방식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2.1 1960  후반에서 1970년  말까지

  농업생산성 증 를 해 먼  개 수리 시설과 기계화에 을 두었

다. 수도작 농업의 토지 생산성 확 를 통하여 농  빈곤퇴치, 소농의 기아

와  빈곤 해소, 수출 증 를 통한 외화획득과 경제발 을 지원하 다. 

  둘째, 다수확 품종의 보 에 의한 토지 생산성 증 이다. 이는 다수확 품

종의 확  보 ,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통한 다수확 재배 기술 보 , 

집약  재배 기술에 을 두었다.

  셋째, 로젝트 형 지원에 치 하 다. 경제  기술 으로 가능한 최소

한의 개발 원조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개선을 한 건설이나 기술개발

을 한 시험장건물과 설비지원 등을 포함한다.

3.2.3 1980년

  수도작 심에서 작과  원 , 축산 등의 고부가가치 작물로 다각화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국제 으로 자원 국가주의(nationalism)에 처한 

산림자원과 수산자원 개발에 한 지원 확 가 이루어 졌다.

3.2.4 1990년 에서 재 까지

  첫째, 인간 심의 개발로서 인간의 기본/필수  욕구 충족( BHN)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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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우선 지원되었다. 둘째, 풀뿌리수 (Grass-Root Level)의 동  방

식이 채택됨으로써 농 주민의 참여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방

식, 농  마을 심의 자주  개발(한국의 농  새마을 개발 방식) 등이 강

조되었다. 셋째, 개발과 환경의 조화에 기 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역 을 

두었다. 이에 환경 친화  농  개발, 사막화 지역에 한 조림 사업 지원 

확 , 환경 민감 농산어  지역(해일, 지진 피해 지역)에 한 구호 확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수원국의 개발 능력제고의 일환으로 제도  수원능

력제고(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인 능력제고(Human Capacity 

Building)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지원형태의 환으로 로그램 형 지원을 들 수 있다. 수원국과 공

여국간의 상호 책임성을 강조하는 패키지 형 원조사업으로 여러 로젝트 

사업이 하나의 목표 달성을 한 로그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지원 분야로는 (1) 동식물 유 자원 보 , 동식물 검역 체계 확립지

원, 빈곤 책, 농림수산물 가공기술(post-harvest technology), 농업통계, 

(2) 농  종합개발과 련해서는 농민의 조직화, 주민 참여형 개발 력, 

WID(Women in Development), (3) 문 인력 양성  장비 화 등 농

업기술 보 체계 역량 강화, (4) 자국  국제 NGO 기 (Good Neighbors, 

Good People, Help Age 등)과 연  강화를 들 수 있다.

3.3 ODA 농업 개발 기술원조의 주요 유형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에 지원되는 무상원조는 크게 개도국의　

문가를 자국으로 청하여 기술훈련을 실시하는 문가 청연수와 반  

로 기술공여국의 문가를 수원국에 견하여 기술 원조를 제공하는 문

가의 개도국 견 기술지원 방식, 그리고 각종 기계, 시설, 기자재의 지원

을 통한 기술 지원 방식이 있다. 세 가지 ODA 기술지원 방식은 각각 독립

으로 수행되기도 하고,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각각의 기

술지원방식에 따른 사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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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개도국 문가 청 연수

  수도작 재배기술, 양잠사육, 수확 후 리, 가축질병 리(방역과 검역), 

가축사양 리, 버섯재배기술 등이 표  이다.

3.3.2 선진국 문가의 개도국 견

  농업용수개발, 수리  개시설, 잠업생산, 농기계 훈련, 수도작 재배기

술, 시설채소 재배기술, 농 개발 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

3.3.3 기계, 시설  장비 지원 수리

  수리 시설   건설,  유리 온실, 농기계 일체장비, 양식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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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들어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트 십  수원국의 능동  참여가 

강조됨에 따라 효과 인 기술이 을 해서는 수원국의 기술이  수요분석

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  가능한 기술의 종류와 수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여러 국가가 개발도상국에 한 해외농업개발 력사

업을 독립 으로 수행하고 있고, 복되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어 국제사

회의 해외원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해 1992년 EU 국가들을 

심으로 원조분업에 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2007년 5월 ｢개발정

책의 상호보완  역할분담을 한 EU 행동강령(EU Code of Conduct on 

Complementarity and Division of Labour in Development Policy)｣이 제

정･발표되었다.

  행동강령에는 공여국에 비교우 가 없는 분야는 다른 공여국을 통하여 

임 력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향후 해외농

업개발 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교우 가 있는 분야를 악하고 그 분

야에 한 집 이 필요하다. 본장에서는 농업기술이 의 유형과 성과요인

을 먼  살펴보고, 기술발  단계별 기술이 의 비교우 , 기술사이클 포

지션, 기술수요  공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국내농업의 기

술발  가능성에 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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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기술 이  유형과 성과요인

1.1 농업기술 이전 유형

  농업기술은 그 유형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기술이 의 형태도 상이하다. 

일 로 농기계 기술은 기술이 농기계에 체화(embodied)되어 있어 농기계

의 지원이 곧 기술의 이 이 된다.  그러나 이 게 체화된 기술은 사용자

에 한 별도의 훈련, 기술자 즉 사람에 한 기술 체화 과정이 없을 경우 

그 기술의 성공  채택이나 이 은 기 하기 어렵다.

  기술이 (technology transfer)과 기술확산(technology diffusion)은 엄

한 의미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자는 실제  생산에 응용되는 것으로 기

술을 사용하는 지 이나 주체의 치변경이 아니라 달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변경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술이 은 국가간, 개인간에 

일어나듯이 어느 한 사용자에서 다른 사용자로 이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술확산은 한사용자에서 다른 사용자로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거리)까

지 이동했는가와 같은 형태나 상태의 변화에 을 둔다.

  기술이 은 정의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이어서 쉽게 측정, 평가하기 어려

우며 이 의 형태 한 다양하다. 일반 으로 기술은 이 형태에 따라 체

화된(embodied) 형태와 비체화된(disembodied) 형태로 나  수 있다. 체화

된 형태란 도입기계나 기술인력에 묻어서 달되는 암묵  지식(tacit 

knowledge)으로서 기계장치의 수입이나 원조, 인력 훈련과정 등을 통해서 

이 된다. 반면, 비체화 된 형태는 특허나 사용 면허 등의 형태로 명시 으

로 이 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비체화된 기술진보가 생산요소의 어떠한 변화와 상 없이 발생한 어떤 

기술변화(특허, 라이선스 등의 도입)가 모든 생산요소의 각 단 에 동일한 

향을 미침으로써 동일한 생산력의 증가를 유도하여 생산함수 자체를 상

향 이동시키는 기술진보를 의미한다. 반면, 체화  기술진보는 구투입재를 

신기술을 체화하고 있는 신투입재로 체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총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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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필요하게 된다. 비체화된 기술진보는 기술진보를 실 하기 한 총투

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지 기존의 자본장비를 다소 수정하거나 경 조

직 는 리체계의 개선 등을 필요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자본지출을 무

시할 수 있다.

  기술의 이   확산은 한 국가의 사회·경제구조 내에 근거를 두고 변해

가는 복잡한 과정(process)이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해서는 기술이

의 메커니즘과 수용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한다.

  기술 이 은 (1)기술 수입, (2)기구와 장치, (3)기계 자체, (4)기술사용 면

허(licence), (5)기술의 복사 (역 엔지니어링)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술

이 은 기술 특허권의 사용, 그리고 공 이나 사 인 기술 이   해외로　

부터의 직  투자에 한 정부 규제나 인센티 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한편 기술수용은 (1) 이 된 기술을 시험할 시험장 시설과 훈련된 인력의 

보유　여부, (2)이 기술의 검증능력, (3) 장에서 검증된 기술의 확산을 

한 농 지도조직과 그 수단의 확보 여부, (4)기술 를 담당할 문 인력

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제도 등에 향을 받는다.

1.2 기술이전의 성공과 실패요인

  기술의 단순한 도입이거나 기성 기술 상품의 구매는 기술이 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한편 기술이  상 후발주자가  여러 기술유형의 기술

요소들, 즉 생물, 화학  기술(소재기술), 기계, 가공기술(공정 기술)과 반

복  시행착오를 통한 숙련도 제고(learning by doing, learning by 

exercising) 등을 습득하려는 노력은 기술 이 의 성공 확률을 높인다.

  산업 으로 성장하는 분야나 상품군에서의 기술  지식축 이 이루어지

고 있는 분야가 그 지 않은 분야보다 기술이 에 성공하기 쉽다. 로 공

업 분야는 농업보다 빠른 산업성장을 함으로 기술이 에 성공하기 쉽다. 

농업내부에서도 축산이나 원  양식수산과 같이 소득탄력성이 높은 농축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의 경우 일단　시장이 성장기에 어들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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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

체화　 상 이 　형태 매자( 트 ) 역할

자

본 

사

람　
비체화

시장

(명시 )　

네트워크

( 간)

조직

(묵시 )
능동 　 간 수동

해외직  투자 ○ ○ ○ ○ ○

합작투자 ○ ○ ○ ○ ○

기술사용 면허 ○ ○ ○

상품 수입 ○ ○ ○

력 계 ○ ○ ○ ○

재계약하청） ○ ○ ○ ○ ○

수출 ○ ○ ○

사람기술자） ○ ○ ○

개발지원 ○ ○ ○ ○ ○

한 기술의 이 이 식량작물인 벼나 곡물보다 용이하다.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한 수출 지향  산업분야에 한 기술이 은 내수 

시장 심의 산업분야에 한 기술이 보다 성공하기 쉽다. 해외시장은 단

지 상품의 수요시장 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의 원천이며, 상품의 고품질 

화에 한 압력의 원천이고 한 기술 상품의 매와 구매자간 상호 교류

의 장이기도 하다.

표 5-1.  기술 이 의 방식별 (과정) 용 상

자료:　S. Radosevic(1999),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 Catch-up in Economic 

Development의 pp 21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

  국내 산업이나 기업의 강한 자발 이고 자생 인 기술도입 노력이 매우 

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기술 도입국의 인 라 구축과 교육 훈련에 한 

수원국의 투자가 수반되어야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즉, 기술 이 과 보

합 계에 있는 요소(complementary factor)의 확보 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

  기술 이 의 과정과 차는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기술　

이  방식의 선택이 어느 국가의 기술이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우리나라의 기술이   력가능 분야 93

역할을 한다. <표 5-1＞은 여러 형태의 기술이  과정(방식)에 한 상과　

이 형태를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일 로 해외직 투자를 통한 기술이

은 자본과 사람에 체화된 기술이자 비체화된 기술 부분도 존재하는 다양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이  상 조직의 특성을 보면 기업 조직 내에서　

묵시  형태로 이 된다. 이때 기술 도입자(수용자)는 매우 능동 인 입장

을 취하며 이는 합작투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반면 ODA를 통한 기

술지원은 자본과 사람에 체화된 기술  특성을 상으로 하며 이는 기업과　

같은 사  조직이 아니라 공 조직과 같은 네트워크나 시장조직을 통하여　

기술이 수용·확산된다. 이 때 기술도입자는 더욱 능동 인 입장이 된다.

2. 기술발  단계와 기술이 의 비교우

  우리나라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환된 유일한 국가이고 미국, 일본, 

EU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 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32 이

들 기술은 개발도상국에 쉽게 이  목될 수 있는 장 이 있다. 즉, 우리

의 농업 련 기술  농 개발 로그램에 한 개발도상국의 이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하여 은 환비용으로 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수원국인 개발국의 농업인구는 체 인구의 2/3 수 이고, 체 

인구 비 농 거주인구는 3/4 정도이므로 농업  농 의 개발이 요하

다. 개발도상국은 종자  농업기술, 인 라, 인  자본 등의 부족으로 농

업 생산성이 낮고, 식량의 자 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원국의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하여 종자, 생산기

술 등 선진농업기술의 이   확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진국의 앞선 농업기술이 개발도상국에게 바로 용되기에는 

32 이는 뒤의 <표 5-2>, <표 5-3>을 통하여 입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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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다. 개발도상국의 기술수용능력을 과하는 고수 의 기술은 

개발도상국의 사회간 자본  제도 등에 합하고 효과 으로 운  가능

한 ｢ 정기술｣로의 환과 도입이 필수 이다. 정기술로의 환 없이는 

수원국의 원조효과는 제한 이다. 따라서 원조효과를 증 시키기 해서

는 추가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3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농   농업기술 개발경험은 최근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기술발 고리상(chain of technology development)｣ 수 에 놓

여 있다. 따라서 수원국에 경험  지식공유요청에 수하기가 용이하여 

기술의 내부화 과정뿐만 아니라 화 능력에 비교우 가 있으므로 추가

인 환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수원국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이 개발도상국으로 이 에 있어 선진국에 비교우 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농업의 반  기술수 은 세계최고수 을 100으로 하 을 때 캐나

다(67.8)과 비슷한 68.9로 미국(96.4), 일본(86.2), EU(85.1), 호주(69.9) 다

음이므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7)이 평가한 10개 상 국가  

권에 속한다. 따라서 농업기술의 개도국 수는 비교우 를 갖는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33
 부분의 기술에는 ｢특정 지식(specific knowledge)｣성격과 ｢과학  정보

(scientific information)｣ 성격이 공존한다. 정보  성격의 지식은 복제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이 이 용이하다. 그러나 특정기업 는 국가에 유용한 기술이 되

기 해서는 개별  상황에 차별화된 지식으로 거듭나게 하는 ｢내부화 과정

(internalization)｣이 필요하다. 반면, 특정 지식은 개별 기업 는 국가에 특화되

었고 암묵 이고 명시 으로 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타기업 는 국가로 재

생산과 이 이 어렵다. 따라서 특정지식의 경우 수용자의 상황에 합하도록 

변환하는 ｢ 환장치(adapter)｣를 필요로 한다(Radosevie 2007, pp.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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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농업과학기술  농산업 체 기술수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7).

  농업기술 부문별로는 우리나라의 농업기계화분야, 수확기술, 선별·포장, 

장, 가공기술 등이 세계 평균   간수 에 머물러 있기에 개발도

상국으로 이 이 용이하다(<표 5-2> 참조). 따라서 련 분야의 농업기술

이 개발도상국으로 기술이  거래비용이 낮고 경감  기술의 성공  착근

가능성(duplicability)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34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수 을 국제 으로 비교분석할 경우 선진국과  

세계 평균 간에 속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는 <그림 5-2>의 Y 역 

기술의 우측부분과 Z 기술 역의 좌측부분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문별로는 다음과 같다.

34 농업 기술은 그 형태에 따라 4가지로 나  수 있다. 즉 (1)생물학  기술: 개량

종자와 재배 사육법  생산 과정개선 (2)화학  기술: 화학비료, 농약, 항생제

와 같은  생산요소투입 (3)기계  기술:  농기계  기구 투입 (4)

상품화 기술: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가공, 장, 포장, 등 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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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한국농업기술의 국제수 과의 비교

단 : 빈도수, %

구분
선진국
수

선진국-
평균의 
간

평균
수

평균-
의 
간

수
합계

경종분야
빈도수 55 76 44 8 0 183

비 30.1 41.5 24.0 4.4 0.0 100.0 

품종사양기술사

료(축산분야)

빈도수 26 95 43 18 0 182

비 14.3 52.2 23.6 9.9 0.0 100.0 

비료
빈도수 60 73 45 6 0 184

비 32.6 39.7 24.5 3.3 0.0 100.0 

농약 방제
빈도수 45 83 44 12 0 184

비 24.5 45.1 23.9 6.5 0.0 100.0 

기계화
빈도수 26 98 50 9 1 184

비 14.1 53.3 27.2 4.9 0.5 100.0 

수확기술
빈도수 24 87 57 15 1 184

비 13.0 47.3 31.0 8.2 0.5 100.0 

선별 포장
빈도수 28 85 58 12 1 184

비 15.2 46.2 31.5 6.5 0.5 100.0 

장기술
빈도수 24 81 63 15 1 184

비 13.0 44.0 34.2 8.2 0.5 100.0 

가공기술
빈도수 19 91 61 13 1 185

비 10.3 49.2 33.0 7.0 0.5 100.0 

유 공학
빈도수 31 89 52 10 1 183

비 16.9 48.6 28.4 5.5 0.5 100.0 

농 개발  농

업정책

빈도수 11 72 66 31 4 184

비 6.0 39.1 35.9 16.8 2.2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2010년)

  경종분야, 비료, 농약  방제 분야는 선진국 수 에 도달: Z 기술의 좌

측에 치하고 있다. 품종·사양기술·사료 등 축산분야, 기계화, 수확기술, 

선별포장, 장기술, 가공기술, 유 공학, 농 개발 등은 선진국과 진국 

평균의 간 수 인 Y 기술 역의 우측에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농업기술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이 수용

하기에 유리한 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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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기술의 표수요곡선과 비교우 의 계층화

자료: 김세원․안세 , ｢산업정책론(2003)｣에서 재구축

3. 기술공여국과 기술수원국간의 기술 사이클 포지션

  원조공여국의 직 인 자  지원과 기술이 의 효과를 분석하면, (1) 

직 인 자  지원은 단기 으로 수원국의 교역 조건 개선 효과가 있으나 

장기 으로는 수원국에 오히려 부의 효과가 있어 종합 으로 단기 인 효

과를 상쇄시키고 공여국에도 부(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그에 반

해 기술이 은 단기 으로 공여국의 지출이 있으나, 장기 으로는 양쪽 모

두에게 이득이 된다(Benarroch & Gaisford(2004)).

  공여국이 기술이 을 하면 수원국의 기술이 성장하여 상품수명이 오래 

되어 공여국에서 소비는 하지만 생산하지 않는 물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

어 수원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공여국은 새로운 상품 혹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장기 으로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양의 효과가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기술이 이 수원국만 아니라 공여국에도 이익이 되는 메커

니즘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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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선진국-후진국간의 기술 사이클 포지션

자료: Benarroch & Gaisford(2004)에서 필자 조정

  <표 5-2>의 2010년 우리나라 농업기술수 의 국제비교결과에 의하면 식

량작물, 비료, 농약  방제기술 등은 선진국 수 에 달하 고, 기계화, 수

확·선별· 장기술, 고품질  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 공학 등은 

선진국 수 에 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측면만이 아니

라 경제  측면인 비용조건까지 고려할 경우 국내농업기술은 선진국과 동

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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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농업기술수 을 국제 으로 비교분석할 경우 선진국과  세

계 평균 간에 속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는 <그림 5-2>의 Y 역 기

술의 우측부분과 Z 기술 역의 좌측부분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

문별로는 다음과 같다.

  표 5-3.  선진국 비 국내 농업기술 수  비교: 경제  측면까지 고려

   단 : 빈도수, %

구 분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동등
함

다소 
낮음

매우 
낮음

합계

경종분야
빈도수 19 52 51 55 3 180

비 10.6 28.9 28.3 30.6 1.7 100.0 

품종사양기술사

료(축산분야)

빈도수 16 46 55 60 4 181

비 8.8 25.4 30.4 33.1 2.2 100.0 

비료
빈도수 20 60 67 32 1 180

비 11.1 33.3 37.2 17.8 0.6 100.0 

농약 방제
빈도수 18 53 66 41 3 181

비 9.9 29.3 36.5 22.7 1.7 100.0 

기계화
빈도수 9 51 61 57 3 181

비 5.0 28.2 33.7 31.5 1.7 100.0 

수확기술
빈도수 9 50 60 59 3 181

비 5.0 27.6 33.1 32.6 1.7 100.0 

선별 포장
빈도수 14 46 63 55 2 180

비 7.8 25.6 35.0  30.6 1.1 100.0 

장기술
빈도수 11 44 63 62 1 181

비 6.1 24.3 34.8 34.3 0.6 100.0 

가공기술
빈도수 9 49 64 59 1 182

비 4.9 26.9 35.2 32.4 0.5 100.0 

유 공학
빈도수 18 56 54 48 5 181

비 9.9 30.9 29.8 26.5 2.8 100.0 

농 개발  농

업정책

빈도수 7 44 52 68 10 181

비 3.9 24.3 28.7 37.6 5.5 100.0 

자료: 설문조사 자료(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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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국 농업기술 수요 분석

  효과 인 해외농업개발 력 략은 수원국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제규범

에 따르면서 국내 련 산업의 발 과 유기 으로 연계하는 략을 강구해

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내 농업의 발 방향을 해외농업개발 력과 연

계하는 방안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연수, 문가 견교육 등을 통하여 수원국에 진출

한 국내 민간기업이 요구하는 지인의 기술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경우 

해외진출 민간기업에 한 간  지원효과가 있다. 이를 해서 수원국의 

농업기술수요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원국의 농업기술 분야별 지원에 한 수요를 악하고 분석하기 해

서는 수원국이 공여국에 사업 시행을 요청한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이용

해야 한다. 그러나 수원국의 요청 원자료 획득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국제 력단에서 수원국의 요청을 일정수  이상 반 하

여 시행한 사업 실  자료를 이용하여 수원국의 농업기술 력 수요를 분

석하기로 한다.

  본 자료는 1991년부터 2008년간 한국국제 력단에서 시행한 사업  농

림업분야의 사업을 선별한 후 각 사업별로 수원국에 수한 기술을 기 으

로 재구성한 것이다. 한편 지원 건수를 기 으로 한 것이므로 지원 액규

모는 작으나 건수가 많은 청연수, 사단 견 등의 비 이 높은 농업정

책, 새마을운동  농 개발 분야에 한 수요의 비 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4.1 총괄

  1991~2008년간 우리나라의 미곡 생산량 증가 등 식량작물과 련된 기

술에 한 수원국들의 수요가 차 감소하고 있다. 식량작물과 련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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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지원은 1991~94년간 체 지원건수  26.2%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05~08년간에는 3.3%

를 차지하고 있다.

  식량작물 분야와 마찬가지로 특용작물 분야에 한 기술 지원 수요도 

1991~94년 13.2%에서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05~08년간에는 체 지원 

건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  반에는 특용작물 분야  

잠사업 련 기술에 한 수원국들의 수요가 많았으나 2000년 에 오면서 

우리나라의 련 기술이 쇠퇴함에 따라 이에 한 수요가 감소함에 기인한

다. 양잠업 기술에 한 수요가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양잠업이 더 이상 발달하지 않고 이에 따라 련 기술이 발 하지 않음으

로써 양잠업 기술공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업정책에 한 수요는 1991~94년간 5.1%에서 이후 지속 으로 증가

하여 2005~08년간에는 1991~94년간 비 13.1% 증가한 18.2%를 차지하

고 있다. 한 새마을운동  농 개발 분야에 한 수요는 1995~99년간

을 제외하면 각각 18.6%, 15.5%, 14.7%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정책과 농

개발에 한 수요를 합하면 1991~94년간에는 23.7%, 1995~99년간 

24.1%, 2000~04년간 31.5%, 2005~08년간에는 32.9%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 이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4장에서 보았듯이 수원국에 한 지

원이 물  자원  기술 분야가 아니라 인  자원  정책 개발에 기반을 

둔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훼, 채소 재배 등과 련된 원  분야 기술에 한 수요는 1994~94년

간 3.2%에서 2005~08년간에는 15.7%로 증가하 고, 축산분야 기술에 

한 수요도 1991~94년간 5.4%에서 이 후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5~08년

간 1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원국의 소득증가  식량작물 이외 소

득원 개발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개  농토목 분야 기술에 한 수요는 1991~94년간 3.8%에서 

2005~08년간 15.1%로 증가하 다. 농림업 분야가 낙후된 국가일수록 농지

기반 정리  개용수 개발 등이 떨어져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 따라서 

농지기반  개용수 정비가 수원국에 비하여 상 으로 잘 되어있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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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 련 분야 기술에 한 지원 수요와 함께 농업기반 구축과 농업

기반의 리 기술에 한 교육 수요 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4.  수원국의 시기별 농업기술 수요(1991～2008)

단 : %

자료: KOICA 무상원조실  통계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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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수원국의 시기별 농업기술 수요 추이(1991～2008)

단 : 건, %

구분 '91~'94 '95~'99 '00~'04 '05~'08 합계

식량작물
건 97 100 81 18 296

비 26.2 18.5 12.2 3.3 14.0 

원
건 12 12 65 85 174

비 3.2 2.2 9.8 15.7 8.2 

특용
건 49 68 33 11 161

비 13.2 12.5 5.0 2.0 7.6 

축산
건 20 51 68 88 227

비 5.4 9.4 10.3 16.2 10.7 

개, 농토목 

등

건 14 59 60 82 215

비 3.8 10.9 9.0 15.1 10.2 

농기계  

련 자재

건 21 21 22 15 79

비 5.7 3.9 3.3 2.8 3.7 

가공기술  

유통

건 24 43 72 24 163

비 6.5 7.9 10.9 4.4 7.7 

새마을운동, 

농 개발

건 69 50 103 80 302

비 18.6 9.2 15.5 14.7 14.3 

농업정책
건 19 81 106 99 305

비 5.1 14.9 16.0 18.2 14.4 

산림
건 6 9 9 7 31

비 1.6 1.7 1.4 1.3 1.5 

기타
건 39 48 44 34 165

비 10.5 8.9 6.6 6.3 7.8 

합계
건 370 542 663 543 2118

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KOICA 무상원조실  통계에서 재구성

4.2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내 수원국들은 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몽

골, 방 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말 이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라오스 등

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업기술 수요는 한국국제 력단을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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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체 국가들의 수요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35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식량작물과 특용작물 분야에 한 농업 기술 

수요가 1991~2008년간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 축산 분야와 원  

작물 분야에 한 수요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동남아시아 국가

들의 소득 증가  그에 따른 육류 수요 증가, 식량 작물 이외의 작물에 

한 수요 증가와 양잠업 기술에 한 수요 감소가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경제발 에 따라 격한 인구의 도시 집 화와 

도․농 간 소득격차 문제가 발생하는 등 경제성장과정에서의 농업  농

의 균형발 이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른 속도로 경제

발 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농업  농 개발 분야에 한 정책수요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5-5.  동남아시아 수원국들의 시기별 농업기술 수요(1991～2008)

단 : %

자료: KOICA 무상원조실  통계에서 재구성

35 이는 1991~2008년간 한국국제 력단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하

여 상 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 으므로 체 국가들을 상으로 농업 기술 

분야별 비 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요패턴이 상 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

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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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아시아

  서아시아 국가들에는 네팔, 카자흐스탄, 아 가니스탄, 몰디 , 바 인, 

그루지아가 속한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 으로 국가수도 

고, 한국국제 력단을 통해 지원 받은 건수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아시아지역의 농업 기술 수요  잠업기술에 한 지원이 부분인 

특용작물 분야가 타 지역에 비하여 상 으로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잠업 기술에 한 지원은 특히 네팔에 집 되어 있다.

  그러나 서아시아지역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용작물 련 기술에 

한 수요는 감소하고 신 원 분야 기술에 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 다. 

농기계, 개  토목, 축산 분야에 한 수요가 2005~08년 사이에 발생하

다.

  그림 5-6.  서아시아 수원국들의 시기별 농업기술 수요(1991～2008)

단 : %

자료: KOICA 무상원조실  통계에서 재구성

  한편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1991~2008년간 네팔, 아 가니스탄, 카자흐

스탄 등지에서 새마을운동  농 개발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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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특히, 2005~08년의 새마을 운동  농 개발 수요가 격하

게 증가한 것은 아 가니스탄의 재건 력에 규모 공 자  투입에 따른 

것이다.

4.4 중동

  요르단, 오만, 시리아, 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바논, 시리아, 이라크

가 동지역에서 1991~2008년간 한국국제 력단을 통해 농업분야에 한 

지원을 받은 국가들이다. 이 지역은 05~08년간 아 리카 아시아 농 개발

기구(AARDO)를 통한 지속가능 농업개발 사업에 한 지원이 많아 농업

정책 분야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5-7.  동지역 수원국들의 시기별 농업기술 수요(1991～2008)

단 : %

자료: KOICA 무상원조실  통계에서 재구성

  1990년 에는 미곡  작물분야 생산 등 식량작물 련 기술에 한 수

요가 컸었으나, 2000년  들어 식량작물 련 기술에 한 수요는 격히 

감소하고 원 와 개  토목 분야에 한 수요가 이를 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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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수량이 으므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  토목 분야 기술과 농업․농 개발 정책에 한 수요가 크다. 그에 

반하여 원 작물 분야 기술에 한 수요는 2000년  이후 발생하여 상

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4.5 아프리카

  아 리카 지역에서는 카메룬,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냐, 탄자니아, 

세네갈, 알제리 등의 나라들이 한국국제 력단을 통해서 농업⋅농 분야

에 한 지원을 받았다. 아 리카는 세계 기아 인구  가장 큰 비 을 차

지하는 지역으로써 농지 기반 시설  개시설이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아 리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  토목 분야 기술과 농기계  련 자제에 한 수요가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8.  아 리카 수원국들의 시기별 농업기술 수요(1991～2008)

단 : %

자료: KOICA 무상원조실  통계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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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카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990년  반에 비하여 2000

년  후반에 축산 분야와 원  분야 기술에 한 수요가 증가하 다.

4.6 중남미

  남미 지역에서는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멕시

코, 페루 등의 국가에서 한국국제 력단의 지원을 받았다. 남미 지역의 

국가들은 1990년  반 잠업, 버섯재배 련 기술을 심으로 특용작물 

련 기술의 수요가 많았으나(36.4%),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00년

 후반에는 이 분야에 한 수요가 없었다.

그림 5-9.  남미 수원국들의 시기별 농업기술 수요(1991～2008)

단 : %

자료: KOICA 무상원조실  통계에서 재구성

  남미 지역의 국가들은 아 리카  아시아지역의 수원국에 비하여 소

득이 높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원 와 축산 련 분야 기술에 

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 가공  유통 련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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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요가 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인 , 정책 개발 심의 농

업․농 개발 기술에 한 수요는 상 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륙의 이민  이입구조로 인해 지역어메니티의 상  열악은 지역 코뮤니

티로서의 개발수요가 상 으로 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5.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 이 수요와 우리의 공 가능성

  개발도상국의 농업발 을 해 가장 필요한 농업기술, 즉 농업기술 수요

측면과 우리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농업기술  요하다고 단되는 농업

기술공  측면을 비교하면 다음 <그림 5-10>과 같다.

  2010년 9월에 시행된 설문조사시 개발도상국의 농업발 을 해선 식량

작물분야의 농업기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4.5% 이고 다음으로는 

원 작물분야와 용수  수리시설개발에 9.3%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

에 우리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농업기술공  분야 한 식량작물(53.6%), 

원 작물(18.0%), 용수  수리시설개발(7.7%)로 개발도상국의 필요기술

과 동일한 순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의 수요패턴

과 우리가 공 할 수 있는 공 가능 패턴이 유사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식량작물, 용수  수리시설개발 분야는 개발도상

국의 기술수요 차원에서의 요도에 비해 우리의 공 측면에서의 요도

는 상 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요한 농업기술 수요와 공 분야는 다음 그림과 같다. 기술

이  수요분야는 용수  수리시설 개발(20.6%), 원 작물, 가축육종  사

양기술, 농기계  농업용 자재(각 15.6%)의 순을 보이고 있다. 공 분야로

는 원 작물(16.4%), 용수  수리시설 개발(15.8%), 농산물 가공  유통

련 기술(15.8%)의 순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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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60.0 40.0 20.0 0.0 20.0 40.0 60.0

식량작물분야

원예작물분야

과일과수분야

특용작물

육림 및 산림경영

가축육종 및 사양

용수 및 수리시설 개발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관련 사업

농산물 가공시설 및 유통 관련

새마을운동, 인적자원개발

농업경제 및 정책

기타

공급 53.6 18.0 1.6 4.9 3.3 6.0 7.7 2.2 2.7 0.0 0.0 0.0 

수요 64.5 9.3 2.2 2.2 2.7 2.7 9.3 3.8 2.7 0.5 0.0 0.0 

식량작물
분야

원예작물
분야

과일과수
분야

특용작물
육림 및
산림경영

가축육종
및 사양

용수 및
수리시설

개발

농기계 및
농업용 자
재 관련

농산물 가
공시설 및
유통 관련

새마을운
동, 인적
자원개발

농업경제
및 정책

기타

그림 5-10.  농업기술 수요와 공 가능 기술(1순 )

  

  세 번째 요한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수요와 우리나라의 공 분야는 

새마을운동과 농 환경  인 자원개발 분야, 농산물가공시설  유통

련 분야, 농업경제  정책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은 먼  (1)기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으로 (2)용수  수리시설 등 생

산설비 확충  개선 기술, 마지막으로 (3)새마을운동 등 농 개발 련 기

술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개발도상국의 필요기술과 우리나

라의 기술공 가능성 분포가 상호 일치하기에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공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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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20.0 15.0 10.0 5.0 0.0 5.0 10.0 15.0 20.0

식량작물분야

원예작물분야

과일과수분야

특용작물

육림 및 산림경영

가축육종 및 사양

용수 및 수리시설 개발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관련 사업

농산물 가공시설 및 유통 관련

새마을운동, 인적자원개발

농업경제 및 정책

기타

공급 0.0 16.4 5.6 7.3 2.8 13.6 15.8 14.1 15.8 6.8 1.1 0.6 

수요 0.0 15.6 3.3 5.6 2.8 15.6 20.6 15.6 8.3 10.0 2.2 0.6

식량작물
분야

원예작물
분야

과일과수
분야

특용작물
육림 및
산림경영

가축육종
및 사양

용수 및
수리시설

개발

농기계 및
농업용 자
재 관련

농산물 가
공시설 및
유통 관련

새마을운
동, 인적
자원개발

농업경제
및 정책

기타

40.0 30.0 20.0 10.0 0.0 10.0 20.0 30.0 40.0

식량작물분야

원예작물분야

과일과수분야

특용작물

육림 및 산림경영

가축육종 및 사양

용수 및 수리시설 개발

농기계 및 농업용 자재 관련 사업

농산물 가공시설 및 유통 관련

새마을운동, 인적자원개발

농업경제 및 정책

기타

공급 0.0 0.0 2.3 5.2 3.5 2.9 2.3 8.1 21.5 33.1 15.7 5.2 

수요 0.0 0.0 2.3 2.3 1.2 5.2 4.1 13.4 20.3 31.4 16.9 2.9

식량작물
분야

원예작물
분야

과일과수
분야

특용작물
육림 및
산림경영

가축육종
및 사양

용수 및
수리시설

개발

농기계 및
농업용 자
재 관련

농산물 가
공시설 및
유통 관련

새마을운
동, 인적
자원개발

농업경제
및 정책

기타

그림 5-11.  농업기술 수요와 공 가능 기술(2순 )

그림 5-12.  농업기술 수요와 공 가능 기술(3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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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20% 21~40% 41~60% 61~80% 81~100% 계

경종
빈도수 11 24 26 53 68 182

비 6.0  13.2  14.3  29.1  37.4  100.0 

품종사양기술

사료

(축산분야)

빈도수 12 21 30 63 56 182

비 6.6  11.5  16.5  34.6  30.8  100.0 

비료　
빈도수 15 22 20 59 65 181

비 8.3  12.2  11.0  32.6  35.9  100.0 

농약 방제
빈도수 12 24 28 56 61 181

비 6.6  13.3  15.5  30.9  33.7  100.0 

기계화
빈도수 14 27 21 69 51 182

비 7.7  14.8  11.5  37.9  28.0  100.0 

수확기술　
빈도수 7 29 22 72 52 182

비 3.8  15.9  12.1  39.6  28.6  100.0 

선별 포장
빈도수 12 25 17 62 66 182

비 6.6  13.7  9.3  34.1  36.3  100.0 

장기술
빈도수 12 24 22 61 63 182

비 6.6  13.2  12.1  33.5  34.6  100.0 

가공기술
빈도수 13 27 19 64 60 183

비 7.1  14.8  10.4  35.0  32.8  100.0 

유 공학
빈도수 15 25 23 61 57 181

비 8.3  13.8  12.7  33.7  31.5  100.0 

농 개발  

농업정책

빈도수 6 28 48 68 33 183

비 3.3  15.3  26.2  37.2  18.0  100.0 

6. 국내 농업기술발  가능성

  <그림 5-3>에서 보았듯이 수원국에 한 기술이 은 공여국인 우리나라

에도 도움이 된다. 한 수원국에 기술이 을 지속 으로 하기 해서는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련기술의 비교우 를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련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 문가들에게 10년 후 우

리나라의 농업기술 발 가능성을 설문조사하 다.

  표 5-5.  향후 10년 후 선진국 비 국내기술 수

단 : 빈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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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 다소 

보통
별로  
두지 않음

합계

경종
빈도수 43 73 51 6 173

비 24.9 42.2 29.5 3.5 100.0

품종사양기술사료

(축산분야)

빈도수 55 78 35 5 173

비 31.8 45.1 20.2 2.9 100.0

비료
빈도수 34 81 55 6 176

비 19.3 46.0 31.3 3.4 100.0

농약 방제
빈도수 42 79 50 3 174

비 24.1 45.4 28.7 1.7 100.0

기계화
빈도수 75 73 28 1 177

비 42.4 41.2 15.8 0.6 100.0

수확기술
빈도수 53 89 35 1 178

비 29.8 50.0 19.7 0.6 100.0

선별 포장
빈도수 64 77 35 2 178

비 36.0 43.3 19.7 1.1 100.0

장기술
빈도수 84 68 22 2 176

비 47.7 38.6 12.5 1.1 100.0

가공기술
빈도수 97 62 18 1 178

비 54.5 34.8 10.1 0.6 100.0

유 공학
빈도수 94 52 28 5 179

비 52.5 29.1 15.6 2.8 100.0

농 개발  농업

정책

빈도수 75 75 22 4 176

비 42.6 42.6 12.5 2.3 100.0

  향후 10년 후 선진국 비(해당 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 기 ) 국

내 농업기술수 은 기존의 경종분야, 비료 련기술, 농약방제기술 뿐만 아

니라 선별포장, 장기술 등 유통 련 기술 한 선진국수 에 이를 것으

로 망된다.  

  이를 해 우리나라 농업의 극  해외진출  국제 력을 하여 

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기술 분야는 “기계화 련분야”, “ 장기술”, “가

공기술”, “유 공학”, “농 개발  농업정책”으로 나타났다. 가공기술과 

유 공학기술은 응답자의 50% 이상이 매우 으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표 5-6.  분야별 육성 정도

단 : 빈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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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력
양성

네트워킹 
구축

인 라 
구축

연구비 
확충

제도
개선

기타 합계

경종 

1순
빈도수 152 15 13 0 2 0 182

비 83.5 8.2 7.1 0.0 1.1 0.0 100.0

2순
빈도수 　 52 97 24 4 1 178

비 　 29.2 54.5 13.5 2.2 0.6 100.0

3순
빈도수 　 　 24 68 70 　 162

비 　 　 14.8 42.0 43.2 　 100.0

품종

사양

기술

사료

(축산

분야)

1순
빈도수 145 19 16 1 　 2 183

2순 79.2 10.4 8.7 0.5 　 1.1 100.0

3순
빈도수 　 54 92 26 4 　 176

비 　 30.7 52.3 14.8 2.3 　 100.0

3순
빈도수 　 　 26 72 60 　 158

비 　 　 16.5 45.6 38.0 　 100.0

비료 1순

빈도수 111 40 20 4 1 3 179

비 62.0 22.3 11.2 2.2 0.6 1.7 100.0

응답하고 있다.  반면에 상 으로 이미 발 되어 있는 경종, 비료, 농약·

방제 분야는 보통 는 별로 을 두지 않아도 되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농업기술의 효과  육성수단으로서는 11개 분야 모두 해당 분야의 

인력양성을 농업기술의 가장 효과  수단으로 꼽고 있다. 두 번째로 요

한 것은 련분야 인 라 구축으로 나타났으나 농 개발  농업정책분야

에서는 “네트워킹 구축”이 두 번째로 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세 번째

로 요한 것은 련 분야의 연구비 확충인데36, 경종분야와 농 개발  

농업정책분야에서는 “제도개선”을 들고 있다. 이는 농업기술 수를 해선 

국내 련 농업인력의 확보  육성이 요하다는 것과 일치한다. 즉, 개발

도상국에로의 농업기술의 효과 인 이 을 해서도 국내의 일정수  이

상의 련기술 인력의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

표 5-7.  농업기술의 효과  육성정책수단

단 : 빈도수, %

36
 응답자의 42.8%가 학, 17.2%가 연구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표본편이(sampling 

biased)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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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
빈도수 　 42 79 36 9 2 168

비 　 25.0 47.0 21.4 5.4 1.2 100.0

3순
빈도수 　 　 20 62 59 3 144

비 　 　 13.9 43.1 41.0 2.1 100.0

농약

방제

1순
빈도수 121 36 12 4 3 3 179

비 67.6 20.1 6.7 2.2 1.7 1.7 100.0

2순
빈도수 　 55 70 34 7 2 168

비 　 32.7 41.7 20.2 4.2 1.2 100.0

3순
빈도수 　 　 27 59 57 4 147

비 　 　 18.4 40.1 38.8 2.7 100.0

기

계

화

1순
빈도수 128 24 18 1 2 1 174

비 73.6 13.8 10.3 0.6 1.1 0.6 100.0

2순
빈도수 　 48 80 30 8 1 167

비 　 28.7 47.9 18.0 4.8 0.6 100.0

3순
빈도수 　 　 28 71 43 1 143

비 　 　 19.6 49.7 30.1 0.7 100.0

수확

기술

1순
빈도수 131 29 17 　 　 1 178

비 73.6 16.3 9.6 　 　 0.6 100.0

2순
빈도수 　 58 80 30 4 1 173

비 　 33.5 46.2 17.3 2.3 0.6 100.0

3순
빈도수 　 　 37 72 37 1 147

비 　 　 25.2 49.0 25.2 0.7 100.0

선별

포장

1순
빈도수 127 33 16 1 1 3 181

비 70.2 18.2 8.8 0.6 0.6 1.7 100.0

2순
빈도수 　 59 81 27 5 　 172

비 　 34.3 47.1 15.7 2.9 　 100.0

3순
빈도수 　 　 32 82 38 　 152

비 　 　 21.1 53.9 25.0 　 100.0

장

기술

1순
빈도수 131 29 14 3 1 1 179

비 73.2 16.2 7.8 1.7 0.6 0.6 100.0

2순
빈도수 　 52 90 26 4 　 172

비 　 30.2 52.3 15.1 2.3 　 100.0

3순
빈도수 　 　 26 87 34 1 148

비 　 　 17.6 58.8 23.0 0.7 100.0

가공

기술

1순
빈도수 134 24 16 3 1 1 179

비 74.9 13.4 8.9 1.7 0.6 0.6 100.0

2순
빈도수 　 53 82 33 3 1 172

비 　 30.8 47.7 19.2 1.7 0.6 100.0

3순 빈도수 　 　 31 83 38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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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20.4 54.6 25.0 　 100.0

유

공학

1순
빈도수 140 24 9 2 1 2 178

비 78.7 13.5 5.1 1.1 0.6 1.1 100.0

2순
빈도수 　 44 81 41 4 1 171

비 　 25.7 47.4 24.0 2.3 0.6 100.0

3순
빈도수 　 　 14 100 34 1 149

비 　 　 9.4 67.1 22.8 0.7 100.0

농

개발

농업

정책

1순
빈도수 133 37 5 2 3 1 181

비 73.5 20.4 2.8 1.1 1.7 0.6 100.0

2순
빈도수 　 79 64 19 11 1 174

비 　 45.4 36.8 10.9 6.3 0.6 100.0

3순
빈도수 　 　 31 40 81 1 153

비 　 　 20.3 26.1 52.9 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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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업  농 개발기술의 해외이  사례분석을 

통해 농업  농 개발기술의 문제 과 향후 과제에 해 살펴본다. 베트

남의 경우 이미 진출한 민간기업의 지 활동을 공 개발원조 형태로 지원

하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력을 통한 우리농업의 해외진출 사례이다. 미

얀마의 경우 세계 최빈국 의 하나로써 많은 선진국들의 농업 력이 추진

되었고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한 2008년부터 극 으로 농업 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미얀마의 국제농업 력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

석한다.37

1.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기술지원

1.1 사업 개황

  베트남은 2000년 이후 큰 경제성장에 따라 식품소비 구조가 크게 변화

하고 있어, 곡물 주의 소비에서 육류, 과일, 가공식품 등의 소비가 증가

하여 감자 가공식품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가공용 씨

37
 미얀마의 경우는 우리나라와의 농업 력사례로 한정하지 않고, 수원국의 입장

에서 국제농업 력의 문제 과 발 과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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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의 수요가 증가하여 씨감자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

입되는 가공용 씨감자는 600원/kg 으로 가격이 비싸고 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344원/kg 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으나, 바이러스 이병률이 10% 이상이

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베트남측에서는 자국에서 씨감자 생산을 

희망하고 있다.

  한 오리온 스넥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향후 가공식

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상하고, 국내 스넥용 씨감자는 생산비용이 

높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짐에 따라 양질의 렴한 노동력이 있는 베트남에 

장기 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 공 을 목표로 지 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하 다. 그러나 베트남 지 씨감자 종자의 질과 농가의 재배기술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떨어지므로 양질의 스낵용 감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강원 학교 국제농 개발 력사업단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으로 2008~2010년간 베트남측 하노이 농과 학 농업생물연구소와 함

께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강원 학교에서는 씨감자 종자, 련 실험 시

설  기자재를 지원하고 씨감자 종서 개발 기술을 보 하고, 하노이 농과

학에서는 이를 증식하여 주변 지역의 농민에게 보 하고 재배기술을 

하고 있다.

  본 사업의 특징은 우리나라측 사업시행자와 수원국측 사업시행자 이외

에 수원국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인 오리온스넥 베트남 지 법인이 사

업수행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리온스낵 베트남 지 법인은 

본 사업에서 씨감자 생산, 보 , 베트남 농가와의 계약생산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민간 분야에 비하여 상 으로 문성을 보유한 강

원 학교에서 지 공공부문인 하노이 농업 학에 씨감자 생산 시설을 지

원하고 기술 지원을 한 후 하노이 농과 학에서 주변의 농민들에게 련 

기술을 하고 씨감자를 공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리온스넥 베트남 법

인에서는 하노이 농과 학에서 씨감자 종자  기술을 보 한 농가를 상

으로 계약재배를 실행하는 것이다. 에서 설명한 본 사업의 추진 체계도

는 아래의 <그림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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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기술지원 사업 추진 체계도

자료: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기술지원’ 사업 결과보고서(2009)

1.2 파급효과

  본 사업의 직  수혜 상자인 베트남 하노이 농과 학은 상 으로 

높은 수 의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강원 학교에서 련 기술을 수

받고 실험시설을 지원받아 씨감자 재배기술을 증진시켰다.

  그리고 하노이 농과 학으로부터 씨감자 기술을 재배기술을 보 받은 

북부 베트남의 농가들은 이 까지 매년 벼 2기작만을 해 왔으나, 겨울기간 

 씨감자 재배를 통해 만 재배했을 때보다 약 2배의 소득을 거두었다. 

한 오리온스넥 베트남 법인과의 계약재배에 의하여 재배한 씨감자를 

지 시 가격 35,000VND보다 높은 42,000VND에 매하여 이 보다 높은 

수 의 안정화된 소득을 거둘 수 있었다. 이는 수원국 국민들의 소득증

를 통한 빈곤 완화라는 UN MDG 의 목표  한 가지를 달성했다고 단

된다.

  베트남 오리온스낵 지 법인은 본 사업을 통하여 하노이 농업 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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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에 의하여 생산성이 향상된 베트남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베

트남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품질이 높고 렴한 감자 스낵용 원료를 지속

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한 본 사업은 강원 학교에서 하노이 농과 학

에 씨감자 련 기술  기자재를 지원하고 하노이 농과 학에서는 주변 

지역 농민들에게 씨감자 재배기술을 보 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비하여 농

업기술  종자 생산여건이 상 으로 열악하나 렴한 원료 생산비용을 

목 으로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이 경험하는 연구실 시설확보  기술

 비용을 낮추었다.38

그림 6-2.  계약재배에 의한 오리온스넥 베트남 법인의 상 수익

자료: ‘베트남 가공용 감자 종서 생산시설  기술지원’ 사업 결과보고서(2009)

  그리고 지 진출 업체의 비용 감 측면만이 아니라 지 농가 리를 

하노이 농업 학이 수행함으로써 외부인에 의한 지 농민들의 리시 발

생할 수 있는 진출 기업과 지 농민들간 불필요한 마찰 등의 거래비용도 

감할 수 있다.39

38
 지 조사 결과 종서생산의 지 응을 한 실험  시험 설비를 직  갖추어 

운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약 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39 지 조사 결과 지 감자재배농가를 오리온이 직  리할 경우 약 4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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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으로 향후 지속 으로 베트남이 씨감자 수요가 증가할 경우 우리

나라에서는 스넥용 씨감자를 직  재배하기 보다는 씨감자 종자를 공 하

기 한 씨감자 종자 개발 기술의 발달이 있을 수 있다.

1.3 향후 과제

  씨감자 생산기술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씨감자 생산  배양 기술에 익

숙해진 베트남에서는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기술과 씨감자 종자를 지속 으

로 이용할 것이다. 한 씨감자 재배기술을 습득한 베트남의 농가는 향후 

우리나라의 련 기술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씨감자

를 계약 재배하여 소득이 증가한 지의 농민들은 우리나라에 한 우호

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형성된 베트남 국민들의 우호 인 감정

은 향후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에 도움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씨감자 재배기술에 익숙해진 베트남은 향후 국제기

구 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원조 공여국으로부터 비구속성 원조의 일환으

로 유사한 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지원된 씨감자 종자생산

으로부터 획득한 지식에 고착되어 우리나라의 종자  련 기자재의 구입

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착효과, locked-in effects). 따라서 향후 일정기

간 동안 지속 으로 베트남에 우리나라 씨감자 재배기술  련 기자재를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종자기술을 고착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감자종서생산기술이 은 기술이  공여자를 결정할 때 입찰

자의 국 에 무 한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았고, 기존의 해외농업개발

업자의 지 응을 도와 다는 차원에서 진행되었기에 비구속성 원조 방

식이 아니다. 그러나 의 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이 을 통한 고착효과

는 차기에는 비구속성 원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련 기술  제품

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착효과를 극 화할 

인건비  경 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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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농업기술이   력은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으로의 농업 력

략이 될 수 있다. 특히, OECD/DAC 신입회원으로서 단기에 비구속성 

원조 칙을 만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독립된 기술 력(FTC)은 매우 유용

한 국제농업 력 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10월에 총리실에서 주 하여 ODA 계부처간 의를 거쳐 ‘구

제개발 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 다. 그 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ODA' 방안  정부와 학  연구기 과의 력, 민간기업과의 력을 

세부 방안으로 제시하 다. 본 사업의 형태는 정부에서 ODA 자 을 지원

하고, 학에서는 기술지원을 하며, 민간 기업에서는 사업은 운   간

 사업수행을 하므로 정부- 학-민간간 ODA 사업의 연계 사례가 될 수 

있다. 한 오리온스넥 베트남 법인에서도 사업 산을 출자하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기 을 형성하여 사업을 운 하는 ODA 사업의 사례

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사업은 사업운 의 방향이 우리나라의 향후 계획

과도 일치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2. 베트남 원 특작 생산시설  기술지원 사업

2.1 사업 개황

  베트남 원 특작 생산시설  기술지원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

으로 동국 학교에서 2009~2011년간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베트남측의 

사업시행주체는 달랏 학교이다. 본 사업은 2008년 5~8월간 베트남 달랏 

학이 달랏 지역의 원 ․특용작물 생산과 련된 농업 특성화 방안을 모

색코자 동국 학교측에 국제농업 력연구사업을 제안하고, 베트남 한국

사 에 사업 지원 요청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본 사업의 상지역인 베트남 람동구 달랏지역은 호치민 시와 인 하고 

있는 해발 1,500m의 남부 고원지역에 치하고 있으며, 연평균 15~2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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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한 기후로 원 특용작물 생산에 합한 지역으로, 약용식물과 동서양

란이 함께 서식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베트남 내 벼농사 주의 다른 지역

과 달리 달랏의 농민들은 원 ·화훼·특용작물 등 비교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있어 선진 농업에 한 이해정도가 높은 편이며 의

식 한 개방 이다. 따라서 달랏지역의 농민들은 외국의 지원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데에 큰 거부감이 없다.

  본 사업의 체계는 동국 학교에서 달랏 학에 원 ․특용 작물 생산용 

우량종묘 조직배양 시설을 지원하고 련분야 문가 견, 지인 청연

수 등을 통하여 조직배양  재배기술을 수한 후, 달랏 학은 이를 지

화하여 주변 지역의 농민들에게 보 하는 것이다. 이 후 달랏지역의 농민

들은 보 된 기술을 이용하여 원 ․특용 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증

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한 (주)농산은 달랏지역의 농가들에게 원 ․특용

작물 재배기술과 기술의 장지도를 담당함으로써 동국 학교 측에서 수

행하기 어려운, 지에 상주하며 농가에 한 기술보 을 담당하고 있다.

  본 사업의 특이 은 사업시행자인 동국 학교 측에서 단기 청연수만

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달랏 학교의 학생들을 학원 과정에 입학시켜 

장기 청연수를 시행함에 있다. 한  2년차부터는 오리온스넥 베트남 법

인이 가공용 씨감자 종서 확보를 해 달랏 지역에까지 계약재배를 시행하

려 함에 따라 2009년에는 동국 학교 측에서 씨감자 재배기술을 달랏 학

교에 수하 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과 련된 문가를 견하여 원 ․특용 작

물의 유통에 한 컨설 을 시행하고, 2011년에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나라 기업이 달랏지역의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시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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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베트남 원 특작 생산시설  기술지원 사업 추진 체계도

2.2 파급 효과

  본 사업은 동국 학교측에서 달랏 학교에 씨감자 조직배양용 시설을 

지원하고 달랏 학교에서는 씨감자를 조직배양하여 지역의 농민들에게 보

하고 련 기술을 지원함에 따라 스넥용 씨감자 원료 확보를 해 하노

이뿐만 아니라 달랏 지역에까지 진출한 오리온스넥 베트남 지사가 달랏지

역의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는 가의 고품

질 원료 확보가 요한 감자스넥 사업에 도움이 되고, 달랏 학에서 기술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업이 지 주민들에 한 직 으로 

기술을 교육함에 따른 비용을 감할 수 있다는 장 도 있다.

  본 사업 에는 동국 학교와 달랏 학교간의 약으로 달랏 학교 측

의 연구원 3인을 동국 학교 학원 과정에 입학시켜서 농생명공학분야, 

조직배양분야, 작물유 자원 리 분야에 하여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

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자들은 베트남에서 교육받은 기술을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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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향후에도 련 분야의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게 할 수 있

다는 이 이 있다. 한 우리나라의 기술을 지속 으로 사용함으로써 련 

실험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기자재의 지속  사용과 함께 우리나라의 

연구 시스템이 베트남에 용된다. 따라서 수원국에 기술이 을 시행함으

로써 장기 으로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련 산업 발 에 도움이 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사업에서는 베트남 달랏 학 농학과  생물학과와 공동으로 

베트남 화훼  약용작물 수집을 실시하고 있다. 동국 학교는 달랏 학교 

측으로부터 2009년도에 약 25종의 베트남 고유 식물유 자원을 제공 받았

으며, 추후 본 사업과 연계하여 한국 측이 요청하는 경우 농업유 자원을 

제공키로 정을 맺었다. 이는 ODA 사업을 이용하여 수원국에서 우리나

라의 물품을 이용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련 산업에 직 인 도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식물 유 자원을 확보

하는 간 인 도움도  수 있음을 의미한다.

2.3 향후 과제

  본 사업을 통하여 (주)농산과 베트남 오리온스넥 법인은 달랏 지역의 농

가들이 달랏 학을 통해 고품질 종자를 보  받음으로써 자신들이 단독으

로 베트남 농가들과 거래할 때에 비하여 더 은 비용으로 필요로 하는 감

자스넥 원료와 원 ․특용작물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동국 학교에서 수하는 농업기술이 달랏 학교측과 지역의 농가에 

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 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 본 사업을 통하여 확보되는 화훼  난류 원종을 이용하여 우리나

라에서는 지속 인 종자개발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종자는 베트남으로 수출되고 베트남에서는 이를 재배한 

후 우리나라 는 제 3국으로 수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직  화훼  난류를 재배할 때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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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림 5-3>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북-남간 기술이 에 따른 양국간 

Win-Win 략을 추구할 수 있다.

3. 미얀마의 농업구조와 국제 력40

3.1 농업개발 및 기술 원조 개황

  미얀마의 농업 기술 원조는 크게 ODA 사업과 민간의 농업투자 지원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간 ODA사업은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새마을 방식

의 농 마을종합개발사업, 정부 개용수 리 교육훈련센터 시성  문

가 교육훈련 사업, 반사막지  녹화 사업, 그리고 수산물 양식(해 양식, 

가공)사업 등이 있다. 향후 수확 후 리 교육훈련센터의 건립과 문기술

인력 양성사업을 비 이다.

  국제기구  선진국 정부 사업으로서는 OPEC이 지원하고 FAO가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ODA 사업으로 “식용  연료용 유지작물 개발사업(약 

3,000만 달러)”，IRRI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벼품종 개량  

재배 개선 사업”, 일본 정부가 해오고 있는 “농업용 건설”과 “마약재배 

지역(양귀비)의 체작물 개발사업”, “농업기술 조직 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다. 그외 국제기구  서방 선진국의 원조 사업이 있으나 경제제재 

때문에 인도  지원에 국한하고 있다.

  민간기구나 NGO는 농업 기술지원 사업의 경우 산이 많이 소요될 뿐

만 아니라 문성이 요구되어 크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인도  차원의 소액 융사업, 학교 신축사업, 농 의 식수개발사업과 같은 

농 개발사업에 치 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기술이  사업은 성격상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 그 실상을 

40 서종 (2010), “국제농업 력의 성과와 발 과제: 미얀마 사례”에서 발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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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미얀마의 해외자본과 기술유치 정책의 한계

로 민간 분야의 기술원조나 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ODA 사업은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치 하여 사업발 을 직 으로 유도

하는데 한계가 있어 결과 으로 개발기술원조가 미얀마의 농업발 과 성

장 그리고 기술발 에 크게 기여하지 못 하고 있다.

3.2 기술 수용구조의 특징과 한계

  미얀마는 농업기술의 수용구조상 문제로 인해 해외 농업개발과 기술원

조의 성과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우선 미얀마의 농업기술 개발과 보 은 

정부 독 의 공공 서비스 부문이어서 민간부문에서의 기술 신을 극

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일 로 민간 분야에서 새로운 종자나 퇴비생

산기술을 해외로부터 도입할 경우 이를 심사, 허가하는 조직이 이들과 경

쟁하는 정부 조직이어서 쉽게 허가하려들지 않는다. 자신들의 기술개발 실

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해외 도입－이 기술의 토착화를 한 지의 시험연구－기술

 구조와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여 해외로 부터 이 된 기술의 지화－

응훈련을 받기에 취약하다. 특히 우수기술의 농가 를 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정부 보조나 융 지원이 따라야 하나 정부 재정이 빈약하여 

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해외 기술이 도 사장되는 경

우가 허다하다. 반면 민간을 통하여 수된 기술은 생산 과정과 매의 보

장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게 기술수요와 이 이 이루어지나 시장여건에 따

라 쉽게 변한다는 단 이 있다.

3.3 농업 기술 원조에 대한 수요

  미얀마에서 농업분야 ODA 기술 지원을 우리나라에 요청한 사항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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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먼 , 식량부족, 농업 생산기반취약, 과다한 농 인구와 

생활여건의 낙후, 그리고 농업기술의 낙후를 안으로 꼽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한  지원 분야는 (1) R&D, HRD 분야, (2) 농업기술과 농산가공 

 유통, (3) 생산기반과 용수개발 기술, (4) 새마을 운동 등 자조  농 개

발 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 하는 

과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수하기를 희망한다. 구체 으로는 (1) 개발 년

의 농업 발  략과 정책, (2) 기술과 련해서 벼 품종개량과 재배 기

술 수, (3) 농업기술 보 체계 수, (4) 가축사양  번식기술 지원, (5) 

구제역 방역기술 지원, (6) 잠업기술 지원, (7) 버섯 재배 기술 지원, (8) 새

마을 운동 방식 지원, (9) 농업 동조합 운동의 지원과 설비운  지원, 새

마을 고의 설립 운 지원, (10) 열 과수  채소에 한 연구소 지원(조

직 배양，청정  안 성 재배 기술) 등이다.

  민간부문에 한 기술지원은 쉽게 악이 되지 않으나 우리의 민간기업 

진출에 따른 기술수요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열  과일 채소의 

재배 기술 지원, 우리가 비교우 가 있는 채소와 화훼, 시설 농업과 축산, 

버섯 등 특작 분야, 식품가공 분야, 사료, 농자재 등 연  사업 분야에 

한 문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3.4 농업개발원조의 성과와 기술이전 효과

  미얀마에 지원된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농업 개발원조와 기술지원 성과

를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발 에 기여한 측면이다. 선진국의 EDCF 자  원조나，

IBRD, ADB의 농업개발 융자 지원 사업을 제외하면 부분의 ODA 사업

은 작은 로젝트나 로그램 사업을 정부나 공공기 과 함께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공공성을 띄는 새천년 개발목표와 같은 것

이다. 이러한 사업은 공공성은 높으나 기술 나 이 에 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  차원에서 볼 때 유효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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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생산성을 올리는 하나의 요한 경제  재화이며 

수단으로서 이의 생산과 보 에는 보다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이를 보상해

주는 메커니즘이 없이는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 으로 선진국의 기술지원으로 인하여  수원국의 기술개발과 

보  능력을 키우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는 기계  설비기술 보다는 투자

비용이 게 소요되는 생물 , 화학  기술 분야에서 먼  나타났으며 민

간분야에서 선도하고 있다.

  셋째, 공공성이 낮은  이외의 축산, 원  등의 농업기술은 민간부문에

서 기술이 에 더욱 극 이며 그 성과도 크게 나타났다. 특히 성장 농업

이자 해외 시장 개척과 련된 기술로서 시장에서 그 성과와 문제 이 곧

바로 정되는 반면 공공부문의 기술이 은 성과에 한 정이 불분명하

기 때문이다.

  넷째, 공공성이 높은 식량작물이나, 인 라구축, 그리고 R&D 구축은 정

부 간 원조개발이 보다 효과 이다. 따라서 향후 문가에 한 기술원조 

사업은 단순한 기능인력 양성보다는 해외 기술의 수용을 한 개량을 담당

할 기술 인력의 개발에 치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5 기술 이전의 성공사례와 성과

  기술이 의 성공사례를 종합해 보면 인력개발과 지의 수용능력개발에 

치 한 경우와 지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정기술의 도입은 성공한 것으

로 단된다. 성공의 지표로는 이 기 의 사업수행 성공보다는 산업분야

의 확산과 그 효과로서 몇 가지 분야에서 성공한 실 의 기록으로 정

하 다. 구체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5.1 미안마형 다수확 벼 종자 개발

  미얀마 남부지방의 열 성 기후에서 재배되는 벼는 인디카 타입의 장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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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다. 필리핀 소재 국제미작연구소(IRRI)와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기후

조건에 맞는 다수확 개량 벼품종 개발을 하여 1980년  부터 공동 노

력을 해왔다. 구체 으로 미얀마 벼 육종기술자를 국제미작연구소에 견

하여 훈련시키고, 미얀마에 IRRI의 농업 문가를 견하여( 지 사무소 

운 ) 미얀마의 육종학자와 공동으로 다수확 벼품종 종자를 개발하여 보

종으로 정착시켰다. 여기에는 품종개량 문가뿐만 아니라 병리  곤충 

문가, 수확후 리 문가등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 노력의 

성과로 개발된 신품종 벼품종이 재 양곤시 근처 미얀마  주산지 에야

와디 평야 지역에 범 하게 재배되고 있다. 다만 농가 수 과 시험장 수

과의 수확량 격차가 큰 것은(약 40～50% 차이) 농가에서는 농업 융 자

의 부족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3.5.2 농업용 개 수리 센터의 건설과 운

  미얀마는 11월～익년 5월까지 강우량이 무한 6개월간의 건기가 계속

된다. 따라서 건설을 통하여 장된 물을 이 기간  수도작 농가에 공

하면 2～3모(기)작을 하여 농업생산성을 획기 으로 올릴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05～7년간 미얀마 남부(바고)에 물 리 센터의 설치와 운 에 

한 지원 약을 체결하 다. 이에 따라 물 리 시설 설계와 시험 기자재

의 공 , 그리고 미얀마 문가에 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 다. 특히 한국

의 앞선 수도작 재배와 연 된 물 리 체계를 산 모형을 통하여 리하

는 경험을 수하고 문가를 양성하 다. 이 사업에 이어 후속조치로서 

물 리 문가 양성 훈련센터의 시설과 교육용 기자재 조달을 통하여 지속

인 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물 리 기술인력의 양성과 

리 기술은 향후 미얀마 부의 반 사막지 의 수리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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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농업 기술인력 훈련 센터 건립  운

  양곤시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흘 구 타운쉽에 치한 농업기

술 훈련센터의 건물과 교육 기자재는 1980년   일본 정부가 미얀마 농

업 개부 소속 농업 문 인력의 능력개발을 하여 지원한 시설이다. 이 

시설에서는 약 350명의 교육 훈련생이 숙식을 하면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의 부분은 농업공무원의 교육훈련 목 으로 연  운 되고 있

으며 최근에는 국립 미얀마 농업 학교의 분교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1, 2

학년은 본교가 치한 진에서 교육받고 3, 4학년 학생  원  분야를 

공(채소, 과일 분야)하는 학생들의 장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가까운 인근에 치한 미얀마 부과일채소시험장은 이 훈련시설과 보완

인 기능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후속 지원 사업인 농업기술

지도 역량 강화사업의 상기 으로서 새로운 계획사업을 일본 정부의 

문가들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3.5.4 친환경 농업용 퇴비의 량 생산기술

  농업의 토지 생산성을 높이기 하여 미얀마에서는 퇴비 신 화학비료

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농 에 볏짚, 산야  등 많은 유기물 자원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 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90년 가까운 국의 식

민통치 기간  작물의 양 공 원으로서 퇴비보다는 화학비료의 가치가 

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 으로 유기물을 이용한 퇴비 제

조 기술과 이의 시용 기술은 농 에서 높게 평가 받지 못하 다. 그러나 

화학비료에 한 수요가 커지고 한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산물 가격 비 비료가격의 상 가격이 높아지면서 퇴비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퇴비에 한 수요는 최근 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의 공 은 

생산 기술의 한계로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퇴비에 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은 도시 근교의 원 농업의 발 과 친환경 안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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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한 수요 증가로 화학 투입재 신 천연물질인 퇴비의 사용이 증가

하기 때문이다.

  퇴비를 량으로 제조하는 기술은 크게 세가지 기술의 이 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첫 번째 기술은 일본의 EM기술로서 일본의 문가들이 정

부 시험연구 기 을 통하여 기술을 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의 두 지

방 학에서 제공하는 퇴비 량제조 기술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

고 있으나 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상업  목 의 기술 이 형태를 띄고 

있어 기술 이 과 확산에 한계가 있다. 퇴비 제조에서 원천기술인 유효미

생물의 원종이 공 되지 않아 항상 원종의 공 을 받아야하는 문제 을 안

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 이의 사육을 통한 분변토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쿠바에서 실용화하여 지역의 문 연구 인력에 수된 기술이

다. 기술 으로는 실용화 단계에 이르 으나 지 까지 농가 보 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가에서 기술 실용화에 기 투자가 많고, 퇴비 생

산량에 비하여 생산과정이 편리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기술

은 상업  동기에 의하여 퇴비제조 기업에 기술 이 되어 산업화한 경우로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을 목표로 퇴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원천기술은 

국을 통하여 수 받아 이를 토착화에 성공한 사례이다. 재는 다양한 

유기물을 원료로 미생물제재를 활용하여 퇴비를 량 생산하고 이를 원  

농가나 유기농 농가에 매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용 자재로 국제 인 인증

도 받았다.

3.6 실패의 유형과 사례

  기술이 의 실패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공통 을 갖는다. 첫째, 기술공

여국이 선진 기술을 지 정부 기 의 기술 수용 태세, 능력  제도를 고

려치 않고 직  이 하고자 하 다. 둘째, 개도국의 경우 자본시장이 발

하지 못 하 고, 농가의 부분이 자기 자본 조달능력이 약함에도 불구하

고 고가의 기계와 많은 자본투자를 수반하는 기술을 이 하 다. 셋째, 종



해외 농업기술지원 사례 133

자나 재배 사육 기술은 지의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이 해야함에도 불구

하고 자국산 기술의 무리한 이 을 시도하 다. 일례로 온 지방에 합한 

감자, 무, 배추, 고추의 종자기술의 이  실패를 들 수 있다. 한 농가형 

양돈과 양계 사육기술로  량사육 기술이 하지 못함에도 불구

하고 이의 무리한 시도로 실패하 다. 그 이유는 기가 제 로 공 되지 

못하므로 수, 보온, 환기 등을 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조건에 의존

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이나 이를 간과하 기 때문이다.

3.6.1 유리 온실 기술

  유리 온실은 농학 연구와 기술개발의 실험용으로서 그리고 첨단 시설농

업의 식물공장으로서  세계에 그 기술이 확산 이 되고 있다. 미얀마에

도 일본 정부가 북부의 만달 이주 삐 린 타운쉽 지역에 1990년  반

에 유리온실 시설의 제공과 련 기술  문 인력 육성을 지원하 다.

  그 후 2005년경에 국 정부도 양곤시로부터 북쪽으로 약 50km지 인 

흘 구 타운쉽 나우나핀의 바이오․원 시험장에 유리온실 시설과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 다. 두 번에 걸친 유리온실 기술의 미얀마 이 에도 불

구하고 두 시설은 시험장내에서 조차도 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농

업 장으로 보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설농업기술은 기후 조

건의 불리함을 극복하여 생산 기간을 늘리고 생육조건의 인공제어를 통하

여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목표로 한 첨단기술이다. 그러나 미얀마의 

재 여건은 온도 조 에 의한 생육기간 연장이 필요 없고 한 품질향상을 

한 습도와 차 은 비닐 온실을 변형한 비가림 차 기술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많은 시설투자와 운 비가 소요되는 유리온실 기술은 성공 으로 

정착할 수 없었다.  지의 자연․기후 조건과 사회․경제  여건이 이

된 기술의 정착에 필요한 요건과 부합하지 않아서 발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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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잠사업 기술 이

  국  인도와 마찬가지로 미얀마의 잠업과 제사 산업은 수천 년의 역

사를 갖는다. 근  잠업 기술과 제도는 2차  후 쟁 피해 보상차원

에서 일본에서 지원된 잠업기술  시설, 기자재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체

계를 갖추고 재까지 그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FAO가 1996～

97년간에 잠업의 생산성 향상을 하여 상묘, 잠종, 사육  가공분야에 

한 시설과 기술지원을 하 고, 우리나라가 문가들이 견되어 이를 담당

하 다. 그 이후 2000년  반에도 KOICA의 농업 문가 청연수 로

그램에 의거하여 3명의 잠업기술자가 농 진흥청에서 선진 잠업기술에 

한 기술 훈련을 받았다. 이와 같은 기술이  지원 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잠업, 특히 상묘, 양잠, 제사기술은 70년  수 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잠사업의 낙후로 인하여 연간 500톤에 달하는 국내 

생사 수요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약 50톤에 불과하여 부족분을 국으로부

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잠업기술의 미얀마 이 을 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한 것은 미얀마의 잠업 인 라보다는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 미얀마에는 이미 잠업 연구 인력과 잠종  상묘의 생산

과 보 체제도 잘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고치 생산성은 

극히 낮으며, 잠업 소득도 낮다. 농  노임의 수 으로 볼 때( 노임) 미얀

마는 잠사산물 수출국의 치로 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 로 수입

국의 치에서 막 한 외화를 소비하고 있다.

  미얀마의 잠업정책은 시장 지향  수출정책이 아니라 잠업 국유화 정책

이 상당기간 유지되었다. 잠종과 상묘의 공 을 국가가 담당하고, 생산된 

에고치도 정부가 싼 값으로 수매하여 60년 식 제사시설로 가공하여 ３

등 의 실크를 시장에 공 하고 있다. 한 이러한 기능 모두를 국가 공무

원이 담당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국가인 국도 개방화 기인 90년 에 

실크 산업은 수출 분야만 정부 기업이 담당하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민

화하고 시장이 그 기능을 담당토록 하 다. 그 결과 생사 수출가격의 상승

은 에고치 수매격의 상승으로 연결되어 국제시장의 가격상승이 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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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의 상승으로 연계되었고 에고치 생산의 인센티 로 작용하여 

생산량의 확 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정책  고려 없이 기술이 과 도입만 

시도할 경우 그 효과는 매우 낮다는 것을 잠업분야 기술 이 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3.6.3 미곡종합처리장(RPC) 기술 이

  농업의 수확 후 리는 동남아 국가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벼 수확 

후 손실 량이 15～20% 이상으로 이 부문만 잘 리하여도  생산량을 그 

만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선진국들도 

이 분야에 한 기술 원조를 계속하고 있으나 지 까지 그 성과는 크지 않

다. 미얀마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여 지속 으로 이 부문에 한 기술 

원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1985년에 일본 정부는 JICA를 통하여 약 1,500

만 달러 규모의 미곡종합처리장과 부 인 시험연구 시설  필요한 분석 

기구를 미얀마 정부에 제공하 다. 따라서 양곤시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흘 구 타운쉽에 치한 수확후 리센터(상업부 소속)에 이러한 시

설을 설치하 다. 당  목표로 했던 바는 벼 장과 도정시설 그리고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주변에서 생산된 산물벼를 수매, 건조, 가공하여 시장에 

도정된 을 출하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기존에 형성된 

벼의 시장 유통 제도와 부합되지 않고 산물벼의 장과 가공에 필요한 인

라가 구축되지 않아 재는 그 시설이 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재 벼는 농가에서 건조된 후 시장에서 벼로 유통 매되고 있으며 도정업

자나 벼 수집상이 이를 가공하여 로 매한다. 따라서 RPC가 그 기능을 

담당하기 해서는 벼 수집상이 건조되지 않은 산물벼를 수집(매)하여 이

를 RPC에 탁 건조－가공하거나 는 비 건조된 벼를 직  수매하여 자

기 책임하에 가공－ 매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재 이 시설은 정부 기

이 소유하고 있어 탁 가공이나 직  수매 가공에 능동 으로 처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기 부족으로 건기에는 시설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 농업기술지원 사례136

한 직  벼를 수매 가공하기 한 경 이 경직된 정부조직으로는 쉽게 

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  경직성과 인 라의 결핍으로 원조된 시설이 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3.6.4 양돈 량 사육 시스템 기술 이

  미얀마의 양돈  양계 산업은 근 인 생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어, 농가에서는 행  방식으로 소규모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미얀마는 1980년 말 이태리 정부의 지원하에  양돈사

육 시설과 종돈 사육 기술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량 사육에 

맞는 질병 리나 방역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았고, 인건비가 낮아 자동화 

시스템의 경제  타당성이 낮았다. 한 량 사육에 따른 값비싼 외제 수

의 약품의 공 도 용이치 않았다. 당시의 시장여건에서는 이러한 량생

산 체제가 경제 으로 맞지 않아 시설은 설치되고 약 10년간 운 된 후 

민간에게 임 되어 재까지 이용되고 있다. 당시 지원된 양돈 시설과 기

술 수 이 미얀마의 수 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한 국가 기 에 의한(사

회주의 방식에 의한) 산물의 량 생산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

던 것이다.

4. 사례 분석으로 본 정책  함의

  베트남과 미얀마의 사례를 통해 해외농업기술이 은 수원국의 기술흡수 

 발산 능력을 담보할 있는 정기술의 공여가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베트남 씨감자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의 앞선 종자생산 기술의 지 

응화 과정에 지의 련 연구기   학과 력 계를 맺음으로써 기술

의 효과 인 지 환  환비용의 감소와 수원국 련자의 기술습득 

 농가의 소득향상 등 수원국-공여국이 Win-Win 한 사례이다. 이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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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을 공공부문 ODA 시스템을 활용하여 

환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효과 인 기술이 을 추구한 경우이다.

  미얀마의 경우는 인력개발과 지의 부존자원을  상황에 부합하는 정

기술의 개발  공 이 기술 력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된다. 반면, 

지의 자연  기후조건과 사회⋅경제  여건에 맞지 않는 시행정성격의 

원조, 유인일치 (incentive compatability) 정책 로그램 구축미약, 정기

술의 미확보와 이로 인한 도입기술의 지 복제가능성 상실 등이 실패요인

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발 단계에서 간자  치를 고수할 수 있기에 

개발도상국의 지조건에 부합하는 정기술의 공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

에서 공여선진국에 하여 기술 력의 비교우 를 갖는다. 선진국에 비하

여 우리의 농업기술이 에 있어서 기술자체의 우월성뿐만 아니라 비용의 

개념까지 포함한 경제  비교우 가 있다고 응답되고 있어 수원국의 복제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분야에 걸친 발 경험을 갖고 있고, 그 

발  경험도 오래된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과거이기에 발 경험에 한 기억

이 생생하고, 발 경험을 갖고 있는 문 인력자원 한 풍부하다. 따라서 

이 되기 어려운 암묵 (tacit) 기술까지 노동에 체화(labor embodied)된 형

태로 이 가능하다. 노동체화  기술이 은 수원국에 우리나라 기술의 고

착효과를 극 화시켜 련 산업의 추가  해외진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술의 해외로의 성공 인 안착

은 향후 련 제품  서비스를 수용하는 고착효과를 창출로 연결시킬 수 

있다.

  따라서 OECD/DAC 후발 회원국으로서 효과 인 ODA를 수행하기 

해선 우리나라의 기술발 고리상의 상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제농업

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입지는 최빈국을 포함한 개발

도상국 그리고 진국에도 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교우 를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41

  우리나라의 기술은 수원국의 정기술로 쉽게 환될 수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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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기술의 물리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으로도 향을 받는

다. 기술차이는 단순히 물리  측면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술을 어떻게 활

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기술 활용은 기술조직체계  그 

운 , 그리고 사회가 속해있는 문화, 역사  측면에 향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술은 문화  공동유산을 갖고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의 이

은 이 비용최소라는 측면에서 최 정기술이다.

41 이는 호텔링(Hotelling)의 상품공간으로도 설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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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DDA,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응하여 우리농업의 지속가능

한 발 을 해선 무엇보다 련 핵심요소인 인 자원(human resource)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인 자원 없이는 해당 산업의 발 은 고사하고 

그 산업의 최소한의 잔존조차 장담할 수 없다.

  해외로부터 농산물 수입비 이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의 생산⋅유통 상

황에 따른 수 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련 농산물의 안정

 공 망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농산물의 안정  공 을 해선 국

내 생산  유통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요하지만 해외로부터의 ｢개발수

입(development import)｣과 련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안 한 강구할 필

요가 있다. 한편, 개발수입은 우리의 련 기술  장비의 해외이 을 수반

하고 이는 우리기술의 ｢고착효과(locked-in-effects)｣가 있으므로 해외농업

개발사업과 국제농업 력 사업을 연계하여 장기 으로 비구속성을 만족하

면서 우리 농업 련 기술  제품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이와 련하여 농업기술 이  략을 살펴본다. 이와 련

하여 이 략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  개발도상국의 농업발 에 효과

가 있어야 한다. 즉, 수원국의 필요와 수요에 부합하는 농업기술 이 이 되

어야 한다. 둘째, 최소한의 국내 농업역량유지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

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이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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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DAC의 비구속성 칙과 해외농업기술지원 

  WTO/DDA,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응하여 우리농업의 지속가능

한 발 을 한 농업인력의 기술이  형태의 해외농업 력과 개발은 국내 

농업의 필요 핵심인력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기술

과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  자원은 일정 수  이상의 기술을 보유하

는 데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술의 유지 습득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

되나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잃을 수 있다는 데에서 비가역성

(irreversibility)이 존재한다. 따라서 련 기술  필요인력의 확보와 유지

는 요하다. 이에 해외농업기술 력  이 은 국내의 련 기술  인

 자본의 육성․발 의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수함으로써 국내 련 산업  인  자원을 활용  유지할 수 있는 계

기가 된다.

  특히 독립된 기술 력의 성격을 띤 ｢(노동에) 체화된 기술(labor 

embodied technology)｣을 지원․이 할 경우 DAC의 비구속성 원조 칙

을 경주하면서, 실질 으로 구속성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국내 련 산업

에 한 효과가 크다. OECD/DAC 신규 회원국으로서 ODA 비구속성 

칙을 단기간 내에 만족하기 해서는 5장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기술

력을 심으로 OD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업이 갖고 있는 외부성, 자원 근에 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

해 사회 체가 필요로 하는 농업인 자본과 기술이 시장에서 공 되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 자본과 농업기술의 확보 략을 국내농업

뿐만 아니라 해외농업 력  개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해외농업 력

과 개발은 국내 농업의 필요 핵심인력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기제로

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해외농업 력과 개발에 유휴화되는 국내의 

농업인력  자본(자본재 산업) 등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농업구조조정과 

연계할 수 있다.

  해외농업개발 력의 형태로 기술 력  이 략을 강구하는 것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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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DAC 권고안을 충족하면서도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  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육, 훈련, 연수, 재배  사양

기술, 시스템 리방법, 정책 로그램 등 농업·농 개발 기술 력  이

은 그 자체가 비구속성 원조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구속성 원칙을 충실하게 만족한다고 알려진 로그램형 

원조가 후속원조로 연계되어 수반될 경우 기술의 ｢고착효과(locked-in 

effects)｣ 때문에 DAC의 비구속성 원조기 을 충족하면서도 련 국내제

품  서비스, 기술에 한 수원국의 추가수요가 증 하여 국내 련 산업

발 에 실질 인 효과를 구속성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독립 인 기술

력(Free-Standing TC)의 경우 비구속성 ODA로 분류되기에, 우리나라의 

문가  사단원 견을 통해 비구속성 원조의 비  한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기술이 체화된 시스템  자본재 구입 유도할 수 

있다.

그림 7-1.  향후 기술이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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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농업개발사업과 연계된 ODA

  아시아 지역의 경우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은 농장  생산형을 심으로 

진출하고 있다.42 이들 기존의 해외진출기업의 지에서의 어려움 해소와 

고 부가가치 창출 등을 ODA를 통해서 일정 부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베트남의 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력

사업은 기존 해외농업개발자의 ODA 활용을 극 강구하여, 지  국내 

기 간의 기진출 는 진출 희망기업의 효과  해외진출 유도할 수 있도록 

략이 구축되어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제농업 력사업의 유기  운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제농업 력사업의 유기  활용이 요망된

다. 2010년부터 규모가 폭 증 된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제농업 력사업

은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의 효과  이 을 통한 우리농업의 해외진출을 

한 유용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

  민간이 심되어 실시하고 있는 국제농업 력사업은 민간이 정사업을 

발굴하여 실시하는 일반사업과 정부가 특정 로젝트를 발굴⋅지정하여 

민간에게 사업수행을 임하는 기획과제로 나뉜다. 국제농업 력사업의 

효과성을 극 화하고 지속  발 과 함께 ODA/DAC의 칙을 만족하기 

해서는 먼  계획의 투명성, 사업의 일 성  효과성, 평가의 수월성 등

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야 한다. 특히, 독립된 기술 력(FTC)

을 구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을 탄력 으로 운 할 필요가 있다.

  기술 력은 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 한 효과 으로 이행

42 2장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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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에 국제농업 력사업 내에서 소규모 ODA 사업의 탄력  운용

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 련 문가의 암묵  지식  노하우 활용을 통

한 기술 력은 규모 력사업보다는 특정부분의 소규모 력사업에서 

더 효과 으로 이행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의 련 문가그

룹 풀(pool)의 형성과 유기  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국내외 문가 양성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의 원조시행기 의 인력

이나 산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있다(박복  외, 2008). 원조 

에서 기술 력의 요성이 강조되고 원조분야가 다양화되면서 사업의 

리와 실행을 해 요구되는 문성의 수 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 원조 실시과정에서 거쳐야할 단계와 

업무의 범 도 확 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모든 요수들은 원조시행기

의 내부역량만으로는 사업을 효과 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조기 의 내부자원의 역량을 확충하는 것도 요하지만 외부

자원의 효과 인 활용이 더 필요하다. 국내외의 다양한 트 를 발굴노력

이 병행되어야 하고 국제 력  원조수행기 은 트 와 함께 사업을 수

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조직구성  운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개발 력분야의 컨설턴트 자원의 부족보다는 이들을 효과 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 시스템의 부재가 더 심각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 력분야 문가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원조공여의 역량제고를 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해선 일본 

JICA의 트  발굴노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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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형 농업기술지원 시스템  확산 메커니즘 구축

  ODA 공여국 년생인 한국의 해외농업 력 시스템은 ODA 선진국들과

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농업부문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지조건과 

필요에 부응하는 기술이 이 요한데 농업부문은 기후, 토양  지형 조

건 등 지 응 과정이 필수이다. 이는 해외 력의 성공 인 수행에 매우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여국의 (이 되는)기술이 수원국의 

실에 맞게끔 수정, 보완, 환되는 기술 환과정이 요하다. 이에 우리나

라의 개발도상국으로의 농업기술이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다.

  먼  우리나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발 고리에서 간에 놓

여있기에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의 개발도상국으로의 이 은 정기술로 환

원하는 추가  비용이 상 으로 게 소요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의 해외이   기술 력에 있어 장 으로 작용한다. 즉, 수원국의 요

구조건에 맞는 기술을 공 할 수 있고, 상 으로 렴한 비용에 공 가

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술로의 환은 필요하다.

  정기술 변환 방안은 (1) 정기술을 공여국에서 환하는 방안, (2) 

정기술을 수원국 지에서 환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최빈국의 경우 이

기술을 정화하는 비용을 공여국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발

고리 상에서 간  입지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화비용이 상

으로 낮기에 유리하다. 반면 어느 정도 발  단계에 와있는 간개발

도상국의 경우는 지에서 정화함으로써 공여국의 비용 감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우리농업기술이 이 경로측면의 비교우  한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경우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자국의 련 농업기술

을 이 할 때 수원국의 최고수 인 “국립시험장 수 ”의 상 조직에게 이

할 수밖에 없다.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기술격차가 무 크기에 수원국

의 하부조직으로 기술이 직  이 되도록 기술을 환하기에는 환비용

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상 으로 렴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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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수원국의 ․하부조직으로 기술을 직 이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농업기술이 이 수원국의 기술확산 시스템에 크게 향을 받

지 않고 이행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 만큼 

지조직과 착 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 모니터링을 쉽게 

가져감으로써 우리 기술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수원국

의 기술수용조직을 탄력 으로 활용함으로써 련 기술수요를 추가 개발

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2.  농업기술 이 경로와 치계

자료: 鈴本 俊(1999)에서 필자 수정보완

  한편, 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기술이   확산 조직은 앙정부-주정부

-군-면 조직을 보이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기술이 조직의 문제 으로는 

(1) 앙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2) 비효율  인원  조직의 배치, (3) 

앙과 지방간의 커뮤니 이션의 애로 등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원조조직 

내외의 피드백과 책임부재가 과거 ODA 기술 이 의 한계의 요인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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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되고 있다(鈴本 俊, 1999).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원국내에서의 기술이  

상을 수원국의 상황에 따라 탄력 으로 운 하여 수원국 내부사정으로 

말미암은 기술이 이 실패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극단 으로 수원국

의 기술이  상을 “지도자 농가” 는 지도자 농가가 없을 경우 그룹을 

형성하여 그룹별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와 같이 기술이 의 다면성과 효과성을 갖고 있는 우리농업기술 력

은 다음 <그림 7-3>과 같이 한국형 농업기술 지원 시스템으로 강구된다. 

한국형 농업기술지원시스템은 국무총리실(2010)에서 나온 바와 같이 민간

기업, 학  연구소, 개발 NGO 등을 포함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력

계를 바탕으로 한다. 해외에 기진출한 해외농업개발업체를 활용한 농업기

술 이  ODA 략은 후발 원조공여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략일 

수 있다. 한 이러한 력 계 구축시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이 에 해

서는 강원 학교 국제농 개발 력사업단에서 수행한 ‘베트남 가공용 감

자 종서 생산시설  기술지원’, 동국 의 ‘베트남 원 특작 생산시설  

기술지원’ 미얀마의 ‘친환경 농업용 퇴비 생산기술’ 사례 등에서 입증 되

고 있다.

  그림 7-3.  한국형 농업기술 지원 시스템: 민간-공공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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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우리나라 련 공공기 간의 역할 분담은 문성을 담보할 수 있

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후진국인 원조수원국의 경우 당면한 

빈곤경감을 해결하기 해선 농업⋅농 개발 련 정책  로그램 디자

인이 요한데 이를 해선 농업정책연구개발 문기 의 극  역할부

여와 참여가 강구되어야 한다.

6. 농업기술 해외이  략

  이상의 분석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력  이  

략을 (1) 이   지역, (2)  력  이  분야, (3) 이   력 형

태의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6.1 농업기술 협력 중점 대상지역

  우리나라의 기술이   상지역은 아시아가 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민간의 해외농업투자는 아시아를 심으로

(45.8%), 농장  생산형(62.1%)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43 해외진출 민간과

의 공조와 력은 후발 공여국으로서의 원조경험부족  시행착오를 최소

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특히, 농장  생산형태로 진출한 민간의 해외

농업개발과 력할 수 있는 지역을 상 지역이 되어야 한다.

  기 진출한 민간과 농업 기술 력  이 을 공조할 경우 기 진출한 민간

의 지진출  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 민간의 추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즉, 기술 력을 통한 ODA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당국가에 

FDI를 증가시킨다. 이는 민간부문의 경우 이미 우리나라의 공 기술 력

43 지역의 경우 도⋅소매유통형이 농장  생산형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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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이미지 상승, 친숙도, 등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정착비용이 

감되기 때문이다.44 이와 함께 민간기업이 진출한 아시아 심의 기술

력은 상 으로 문화  동질성, 지리  이  등으로 기술이   수원국

의 기술근착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된다.

6.2 농업기술 협력 및 이전 형태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이  형태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민간과 공

공부문의 력을 기본으로 할 필요가 있다. 민간과의 력은 ODA의 기 

근착을 해서 요할 뿐만 아니라 후발 공여국으로서 원조효과를 극 화

하기 한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 진출한 우리나라 민간기

업의 지 조기정착  추가진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력이 

추진이 요구된다. 이는 우리나라 ODA 추진을 총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의 향후 계획과도 방향이 일치한다.

6.3 농업기술 협력 및 이전 분야

  기술 력  이  분야는 먼 , 최빈국의 경우 식량작물 심의 경종농

업기술의 이 이 필요하다. 최빈국의 경우 빈곤경감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기 식량의 확보가 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용수  수리시설 등 생산설비 확충  개설 기술의 이 이 

요구된다. 이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은 농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근

본 기술에 한 수요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 으로 

44
 실제로 일본의 경우 원조는 해당국으로의 일본 FDI를 증 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타국의 FDI를 증 시키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Kimura & Todo, 

2009). 이는 일반  원조조차 국가별 고착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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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작물의 수요 한 증 한다. 나아가 인 자원의 개발  농

지역사회 개발에 한 정책 력  기술이 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술 력분야에 따른 지역의 세분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시아 

지역을 심으로 하되 최빈국의 경우는 식량작물 심의 경종농업기술의 

이 이 강구되어야 하고, 개발국가의 경우는 시설  설비 심의 인

라 련 기술 력과 함께 축산, 원  등의 고 부가가치 기술 력, 하 간

소득국가는 인  자원  지역개발과 련된 기술 력이 강구되어야 한

다.45

45
 수원국의 경제상황에 따른 분류는 DAC List of ODA Recipients, ODA/DAC,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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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OECD/DAC에 가입함에 따라 정부의 ODA 사

업의 기본 목표는 OECD/DAC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개발도상국의 빈곤타 와 인간의 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기  수요를 충

족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한 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으로서의 의

무사항을 충족하기 하여 ODA/GNI 비율을 2008년 기  0.09%에서 

2015년까지 0.25% 까지 증가시키기로 하 다. 그리고 비구속성원조의 

비 은 2008년 기  35.8%에서 2015년 75.0%까지 확 시키기로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DAC의 칙에 배되지 않으면서 원조 공

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의 입장에서 수원국과 Win-Win 할 수 있는 국제

농업 력과업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한 효과 인 농업기술 이  략

을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 의 략을 제시하기 하여 먼  우리나라의 해외농업

력과 황과 OECD/DAC 주요국의 공 개발원조 황을 악하 다. 그리

고 OECD/DAC 가입요건  주요 규범을 악하고 비구속성 원조와 기술

력과의 계를 분석하 다. 그 후 우리나라의 기술이   력 가능 분

야를 알아보기 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술이  수요와 우리나라의 공 가

능성을 분석하 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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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사례를 분석하고 미얀마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수원국 입장에서의 기술

력의 문제 과 발 과제를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 인 우

리나라의 농업기술 해외이   략을 도출하 다.

  우리나라의 국제 력은 크게 한국국제 력단, 수출입은행  각종 앙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아시아 지역을 

심으로 국제 력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리고 최근들어 UN MDG 목표 

 빈곤감축에 농업분야가 요한 역할을 차지함에 따라 농업분야에 한 

국제 력의 비 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력과 별개로 해외농업개

발은 아시아지역을 심으로  세계에 걸쳐 농업생산과 유통을 목 으로 

민간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다.

  OECD/DAC 주요국은 각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원조 체계와 조

직으로 국제개발 력을 시행하고 있다. 그  덴마크는 표 인 원조 선

진국으로써 지속 으로 ODA/GNI 비율이 0.7%가 넘으며 개발 력 심의 

원조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국의 산업을 한 목 도 혼재되어 있다. 독일

은 제 2차  패배이후 외교  목 과 자국 기업의 수출 증진을 하여 

국제개발 력을 시행하 으나, 1970년 부터는 개발 력 심의 원조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제 2차  패배이후 후 배

상과 외교  입지 증진  자국 기업의 수출 증진을 하여 국제개발 력

을 시행하여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반까지는 최  규모의 외 

원조 자 을 집행하기도 하 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지나치게 자국의 산

업을 하여 국제개발 력을 시행한다는 비 을 받기도 하 다. 미국은 최

 규모의 국제개발 력을 시해하고 있는 국가로써 2차  직후 공산권

의 확장 방지를 한 목 으로 국제개발 력을 본격 으로 시행하 다. 그 

이후 자국의 외교  목 , 개발 력, 자국의 수출 증진에 한 목 을 혼재

하여 국제개발 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OECD/DAC 가입을 해서는 ODA/GNI 비율이 0.2% 이상이거나 1억 

달러 이상의 ODA 자 을 집행해야 한다. DAC에서는 일정수  이상의 증

여율에 한 권고도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ODA가 자국의 수출 

증 와 연 되어 진행됨에 따라 비구속성 원조의 비 을 높이라는 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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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조 신흥국으로써 2008년 기  비구속성 원조의 

비 이 35.8%로 매우 낮은 수 이다. 따라서 OECD/DAC 권고에서 구속

성  비구속성 원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술 력의 비 을 높일 경우 

체 원조 비 에서 비구속성 원조의 비 이 높아진다는 것을 증명하 다.

  개발도상국에는 정기술을 이 해야 기술이 이 성공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기술발  고리상 수 에 있으므

로,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이 의 비용  착근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하

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술은 수원국의 수요에 부응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국인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은 먼

 기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으로 용수  수리시설 

등 생산설비 확충  개선 기술,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등 농 개발 련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개발도상국의 필요기술과 우리나라의 

기술공 가능성 분포가 상호 일치하기에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농업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공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구체 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기술이 으로 수

원국과 공여국 모두 Win-Win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 다. 농림수산식

품부의 지원으로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개의 사업은 농업기술에 

문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학교와 수원국에서 기술 수용  에 문

성이 있는 지 학교  지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이 연계되어 수

행하고 있다. 이는 국제농업 력을 통해 수원국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

라 지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에도 간 으로 도움이 되고, 지원한 

기술이 수원국에 고착화되어 향후 우리나라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그리고 미얀마의 사례를 통해서 수원국의 입장에서 기술이 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과 실패하는 요인을 도출하 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해외이  방향  략에 하여 제시

하 다. 농업기술의 해외이  방향은 다음의 4가지이다. 첫째로 노동  

자본 등에 체화된 독립  기술 력의 시행, 둘째로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

제농업 력사업의 연계, 셋째로 기술 력을 한 문가 풀 구성  유기

 력 체계 구축 등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 력사업의 유기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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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우리나라 정부, 민간기업, 학  연구소  개발 NGO간 력을 

바탕으로한 한국형 농업기술 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한 농업기술이

 략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 다. 첫번째가 아시아를 심으로한 

농업기술 이 , 두번째가 해외에 진출하 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의 기업에 간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력이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주요 기술이  분야는 식량

작물 심의 경종농업 분야, 용수  수리시설 등 생산설비 분야, 원  작

물 분야, 인  자원 개발  농  지역사회 개발에 한 정책 분야이다.

2. 결론

  ODA/DAC에서 기술 력(FTC)은 비구속성 원조로 간주된다. 기술 력

을 으로 하는 공 개발원조는 단시간 내에 비구속성 칙을 만족하게 

함으로써 OECD/DAC 신규 회원국으로 택할 수 있는 효과 인 ODA 략

이 된다.

  우리나라의 기술수 은 기술발 고리상 간자  입지에 놓여 있기에 

기술이 의 비교우 가 있다. 이는 기술 이  시 환비용이 게 소요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지기 을 활용한 정화 략은 

공여국인 우리의 정기술로의 환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한 수

원국의 다양한 수 의 기술수요기 을 함으로써 추가 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력의 경우 기술이  공여자를 결정할 때 입찰자의 

국 에 무 한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았기에 비구속성 원조 방식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기술이 을 통한 고착효과는 그 이후 비구속성 원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련 기술  제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착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농업기술이   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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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으로의 농업 력 략이 될 수 있다. 특히, OECD/ 

DAC 신입회원으로서 단기에 비구속성 원조 칙을 만족하여야 하는 상황에

서 독립된 기술 력(FTC)은 매우 유용한 국제농업 력 략이 된다.

  OECD/DAC 후발 회원국으로서 효과 인 ODA를 수행하기 해선 우

리나라의 기술발 고리상의 상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제농업 력이 추

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입지는 최빈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그리고 진국에도 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교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의 비구속성 원조에 한 강한 선호는 그들이 갖

고 있는 농업부문의 특허권, 라이선스 등으로 인해 기술우 가 있기 때문

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수원국에 완 한 비구속성 원조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수원국이 네덜란드의 앞선 농업기술을 수요할 

것이라는 자신감의 발로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기술수용이란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

자체의 하드웨어  우 에 의하여 결 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발  

여건  기술흡수  확산체계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나

라의 농업기술 수 이  측면에서 선진국에게 뒤진다고 하더라도 농

업기술 입지상 비교우 가 있는 부문을 심으로 기술 력  이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기술이   력형태로 우리농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유효한 략이 될 수 있다. 특히, 민간과 공공부문간

의 력 계를 활용한 한국형 농업기술지원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력  이 의 지역  상은 아시아가 심이 되

고, 최빈국에는 기 식량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진개발도상국의 경

우 용수  수리시설 등의 생산설비기술, 원 특작작물 재배기술 등과 함

께 농 개발  인 자원개발 기술  정책의 력이 요구된다. 이들 기술

력의 기에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력을 통해서 그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본 는 노동에 체화된 형태의 기술이 을 통해 고착효

과를 극 화 할 수 있다. 이를 해선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련 기술자  

문가 인력의 체계  리와 함께 유기  력 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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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우리나라 농업기술수 의 국제 비교: 1995년도

부표 1-1.  우리 농업기술수 의 국제 비교: 1995년도

구  분
세    계 
선진수

선진국평균의 
간수

세    계
평균수

평균- 의 
간수

세    계 
수

종자·품종

비료

농약·방제

기 계 화

수확기술

선별·포장

장기술

가공기술

유 공학

자료: 한국농 경제연구원, 1995



부 록 2 설문조사 결과 기  통계 158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기  통계

  본 연구를 하여 2010년 9월~10월간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의 응답자의 

개인별 특성인, 연령, 근무기간, 학력, 근무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연령별 분포는 평균 연령이 49.9세이고, 최 값은 77세 최소값은 

29세, 표 편차는 8.471 이다.

부도 2-1.  응답자의 연령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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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기간분포는 평균 근무기간이 20년 8개월이고, 최 값은 48년 6개

월 최소값은 1년, 표 편차는 9년 10개월이다.

부도 2-2.  응답자의 근무연수 분포

  응답자의 학력은 94.1%가 학원 졸업 이상이며, 성별로는 남자가 유효 

응답자 186명 가운데 96.8%를 하고 있다.

  응답자의 근무처는 학이 42.8%로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민간

기업  그 소속연구기 이 30.6%, 정부출연  공공기  연구기 이 

17.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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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부처 학 연구소 민간기업 NGO단체 기타 합계

빈도수 6 77 31 55 3 8 180

비 3.3 42.8 17.2 30.6 1.7 4.4 100.0 

공분야 빈도(명) %

식량작물분야 13 7.3

원 작물분야 24 13.6

과일과수분야 6 3.4

특용작물 12 6.8

육림  산림경 6 3.4

가축육종  사양 30 16.9

용수  수리시설 개발 4 2.3

농기계  농업용 자제 련 사업 18 10.2

농산물 가공시설  유통 련 28 15.8

새마을운동, 인 자원개발 6 3.4

농업경제  정책 15 8.5

기타 15 8.5

합계 177 100.0

부표 2-1.  응답자의 근무처 분포

단 : 명, %

  응답자의 공분야는 “가축육종  사양기술”,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농산물 가공시설  유통 련”, “원 작물”의 순이다.

부표 2-2.  응답자의 공분야 분포

단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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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식량

작물

분야

원

작물

분야

과일

과수

분야

특용

작물

육림 

 

산림

경

가축

육종 

 

사양

용수 

 

수리

시설 

개발

농기

계  

농업

용 

자재 

련 

사업

농산

물 

가공

시설 

 

유통 

련

새마

을운

동, 

인

자원

개발

농업

경제 

 

정책

기타 합계

정부부

처

빈도수 0 2 0 1 0 1 0 0 0 0 1 0 5

비 0.0 40.0 0.0 20.0 0.0 20.0 0.0 0.0 0.0 0.0 20.0 0.0 100.0 

학
빈도수 6 8 2 4 5 17 2 3 11 4 7 5 74

비 8.1 10.8 2.7 5.4 6.8 23.0 2.7 4.1 14.9 5.4 9.5 6.8 100.0 

연구소
빈도수 3 4 1 3 1 4 1 0 5 1 4 3 30

비 10.0 13.3 3.3 10.0 3.3 13.3 3.3 0.0 16.7 3.3 13.3 10.0 100.0 

민간기

업

빈도수 4 7 1 4 0 6 0 12 10 0 1 6 51

비 7.8 13.7 2.0 7.8 0.0 11.8 0.0 23.5 19.6 0.0 2.0 11.8 100.0 

NGO
빈도수 0 0 0 0 0 0 0 2 0 0 1 0 3

비 0.0 0.0 0.0 0.0 0.0 0.0 0.0 66.7 0.0 0.0 33.3 0.0 100.0 

기타
빈도수 0 2 2 0 0 1 0 0 0 1 1 1 8

비 0.0 25.0 25.0 0.0 0.0 12.5 0.0 0.0 0.0 12.5 12.5 12.5 100.0 

합계
빈도수 13 23 6 12 6 29 3 17 26 6 15 15 171

비 7.6 13.5 3.5 7.0 3.5 17.0 1.8 9.9 15.2 3.5 8.8 8.8 100.0 

부표 2-3.  근무처별 공분야

단 : 명, %

  근무처별로 공분야는 통계 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90% 이상의 신

뢰수 을 보임, P(>χ2)=0.068). 농업행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근무자는 원

작물 심, 학은 가축육종  사양 분야, 공공연구소는 농산물 가공시

설  유통 련 분야, 민간기업과 NGO는 농기계  농업용자재 련 사업

에 종사하는 경우가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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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 기타

총계 207.73 52.30 3.13 41.87 110.44 

2

0

0

5

계 41.29 3.86 0.14 5.85 31.44 

농업 36.42 0.05 0.14 4.80 31.44 

  농업 개발 31.54 0.05 0.00 0.05 31.44 

  농업 연구 0.29 0.00 0.00 0.29 0.00 

  농업 련 교육/훈련 0.22 0.00 0.00 0.22 0.00 

  농업 련 기자재 0.22 0.00 0.00 0.22 0.00 

  농업 련 서비스 0.48 0.00 0.00 0.48 0.00 

  농업용수자원 0.53 0.00 0.00 0.53 0.00 

  농업정책  행정 리 0.35 0.00 0.14 0.21 0.00 

  비정규 농업훈련 0.32 0.00 0.00 0.32 0.00 

  식량생산 1.52 0.00 0.00 1.52 0.00 

  축산 0.52 0.00 0.00 0.52 0.00 

  축산 진료 0.44 0.00 0.00 0.44 0.00 

어업 0.55 0.00 0.00 0.55 0.00 

  수산물 유통지원 0.00 0.00 0.00 0.00 0.00 

  어업 개발 0.48 0.00 0.00 0.48 0.00 

  어업정책  행정 리 0.07 0.00 0.00 0.07 0.00 

임업 4.31 3.81 0.00 0.50 0.00 

  임업 개발 4.14 3.81 0.00 0.33 0.00 

  임업 연구 0.05 0.00 0.00 0.05 0.00 

  임업정책  행정 리 0.13 0.00 0.00 0.13 0.00 

2

0

0

6

계 11.80 4.61 0.29 6.90 0.00 

농업 9.82 3.96 0.29 5.57 0.00 

  경제작물/수출작물 0.20 0.00 0.00 0.20 0.00 

  농업 개발 0.14 0.03 0.00 0.11 0.00 

  농업 연구 0.08 0.03 0.00 0.04 0.00 

부록 3

우리나라 ODA 농림어업 세부 분야별/원조 유형별 동향 
(약정액 기 )

부표 3-1.  우리나라 ODA 농림어업 세부 분야별/원조 유형별 추이

단 : 백만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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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련 교육/훈련 0.22 0.00 0.00 0.22 0.00 

  농업 련 기자재 0.14 0.00 0.00 0.13 0.00 

  농업 련 서비스 0.31 0.00 0.00 0.31 0.00 

  농업용수자원 5.93 3.90 0.00 2.03 0.00 

  농업정책  행정 리 0.48 0.00 0.08 0.40 0.00 

  식량생산 1.54 0.00 0.20 1.33 0.00 

  축산 0.36 0.00 0.00 0.36 0.00 

  축산 진료 0.44 0.00 0.00 0.44 0.00 

어업 0.48 0.00 0.00 0.48 0.00 

  수산물 유통지원 0.00 0.00 0.00 0.00 0.00 

  어업 개발 0.48 0.00 0.00 0.48 0.00 

임업 1.51 0.65 0.00 0.86 0.00 

  임업 개발 1.45 0.65 0.00 0.80 0.00 

  임업 교육/훈련 0.01 0.00 0.00 0.01 0.00 

  임업 연구 0.05 0.00 0.00 0.05 0.00 

2

0

0

7

총계 106.90 14.22 2.23 11.45 79.00 

농업 96.14 4.72 2.23 10.19 79.00 

  경제작물/수출작물 0.34 0.00 0.00 0.34 0.00 

  농업 개발 2.10 0.00 0.00 2.10 0.00 

  농업 연구 0.00 0.00 0.00 0.00 0.00 

  농업 련 교육/훈련 1.20 0.12 0.00 1.08 0.00 

  농업 련 기자재 30.06 0.00 0.00 0.06 30.00 

  농업용수자원 3.09 1.70 0.00 1.39 0.00 

  농업정책  행정 리 2.34 0.00 0.11 2.23 0.00 

  농지 개발 2.41 0.00 2.12 0.29 0.00 

  비정규 농업훈련 0.04 0.00 0.00 0.04 0.00 

  식량생산 3.56 1.60 0.00 1.96 0.00 

  축산 50.86 1.30 0.00 0.56 49.00 

  축산 진료 0.13 0.00 0.00 0.13 0.00 

어업 1.08 0.00 0.00 1.08 0.00 

  수산물 유통지원 0.00 0.00 0.00 0.00 0.00 

  어업 개발 0.94 0.00 0.00 0.94 0.00 

  어업 교육/훈련 0.13 0.00 0.00 0.13 0.00 

  어업 연구 0.01 0.00 0.00 0.01 0.00 

임업 9.67 9.50 0.00 0.17 0.00 

  임업 개발 0.14 0.00 0.00 0.14 0.00 

  임업 교육/훈련 0.03 0.00 0.00 0.03 0.00 

  임업정책  행정 리 9.50 9.50 0.00 0.00 0.00 

총계 47.74 29.61 0.47 17.67 0.00 

농업 30.60 21.53 0.00 9.0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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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8

  농업 개발 3.11 2.28 0.00 0.83 0.00 

  농업 연구 0.00 0.00 0.00 0.00 0.00 

  농업 련 교육/훈련 2.79 2.00 0.00 0.79 0.00 

  농업 련 기자재 3.00 3.00 0.00 0.00 0.00 

  농업용수자원 13.02 9.20 0.00 3.82 0.00 

  농업정책  행정 리 1.34 0.00 0.00 1.34 0.00 

  농업 동조합 0.08 0.00 0.00 0.08 0.00 

  병충해 구제 0.20 0.00 0.00 0.20 0.00 

  식량생산 4.52 3.40 0.00 1.12 0.00 

  축산 2.55 1.66 0.00 0.89 0.00 

어업 6.65 3.90 0.47 2.28 0.00 

  수산물 유통지원 0.00 0.00 0.00 0.00 0.00 

  어업 개발 4.18 2.30 0.00 1.88 0.00 

  어업 교육/훈련 2.11 1.60 0.12 0.39 0.00 

  어업정책  행정 리 0.35 0.00 0.35 0.00 0.00 

임업 10.50 4.17 0.00 6.32 0.00 

  임업 개발 7.79 2.67 0.00 5.12 0.00 

  임업정책  행정 리 2.71 1.50 0.00 1.21 0.00 

구분 계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

기타

총계 100.0 25.2 1.5 20.2 53.2 

2

0

0

5

계 100.0 9.3 0.3 14.2 76.2 

농업 88.2 0.1 0.3 11.6 76.2 

  농업 개발 76.4 0.1 0.0 0.1 76.2 

  농업 연구 0.7 0.0 0.0 0.7 0.0 

  농업 련 교육/훈련 0.5 0.0 0.0 0.5 0.0 

  농업 련 기자재 0.5 0.0 0.0 0.5 0.0 

  농업 련 서비스 1.2 0.0 0.0 1.2 0.0 

  농업용수자원 1.3 0.0 0.0 1.3 0.0 

  농업정책  행정 리 0.8 0.0 0.3 0.5 0.0 

  비정규 농업훈련 0.8 0.0 0.0 0.8 0.0 

  식량생산 3.7 0.0 0.0 3.7 0.0 

  축산 1.3 0.0 0.0 1.3 0.0 

  축산 진료 1.1 0.0 0.0 1.1 0.0 

  주: 기타는 EDCF를 통한 정부차 임.

자료: 한국국제개발통계(KIDS)

부표 3-2.  우리나라 ODA 농림어업 세부 분야별/원조 유형별 비  추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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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1.3 0.0 0.0 1.3 0.0 

  수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어업 개발 1.2 0.0 0.0 1.2 0.0 

  어업정책  행정 리 0.2 0.0 0.0 0.2 0.0 

임업 10.4 9.2 0.0 1.2 0.0 

  임업 개발 10.0 9.2 0.0 0.8 0.0 

  임업 연구 0.1 0.0 0.0 0.1 0.0 

  임업정책  행정 리 0.3 0.0 0.0 0.3 0.0 

2

0

0

6

계 100.0 39.1 2.5 58.5 0.0 

농업 83.2 33.6 2.5 47.1 0.0 

  경제작물/수출작물 1.7 0.0 0.0 1.7 0.0 

  농업 개발 1.2 0.3 0.0 0.9 0.0 

  농업 연구 0.6 0.3 0.0 0.4 0.0 

  농업 련 교육/훈련 1.8 0.0 0.0 1.8 0.0 

  농업 련 기자재 1.2 0.0 0.0 1.1 0.0 

  농업 련 서비스 2.6 0.0 0.0 2.6 0.0 

  농업용수자원 50.3 33.0 0.0 17.2 0.0 

  농업정책  행정 리 4.1 0.0 0.7 3.4 0.0 

  식량생산 13.0 0.0 1.7 11.3 0.0 

  축산 3.0 0.0 0.0 3.0 0.0 

  축산 진료 3.7 0.0 0.0 3.7 0.0 

어업 4.1 0.0 0.0 4.1 0.0 

  수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어업 개발 4.1 0.0 0.0 4.1 0.0 

임업 12.8 5.5 0.0 7.3 0.0 

  임업 개발 12.2 5.5 0.0 6.8 0.0 

  임업 교육/훈련 0.1 0.0 0.0 0.1 0.0 

  임업 연구 0.4 0.0 0.0 0.4 0.0 

2

0

0

7

계 100.0 13.3 2.1 10.7 73.9 

농업 89.9 4.4 2.1 9.5 73.9 

  경제작물/수출작물 0.3 0.0 0.0 0.3 0.0 

  농업 개발 2.0 0.0 0.0 2.0 0.0 

  농업 연구 0.0 0.0 0.0 0.0 0.0 

  농업 련 교육/훈련 1.1 0.1 0.0 1.0 0.0 

  농업 련 기자재 28.1 0.0 0.0 0.1 28.1 

  농업용수자원 2.9 1.6 0.0 1.3 0.0 

  농업정책  행정 리 2.2 0.0 0.1 2.1 0.0 

  농지 개발 2.3 0.0 2.0 0.3 0.0 

  비정규 농업훈련 0.0 0.0 0.0 0.0 0.0 

  식량생산 3.3 1.5 0.0 1.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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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47.6 1.2 0.0 0.5 45.8 

  축산 진료 0.1 0.0 0.0 0.1 0.0 

어업 1.0 0.0 0.0 1.0 0.0 

  수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어업 개발 0.9 0.0 0.0 0.9 0.0 

  어업 교육/훈련 0.1 0.0 0.0 0.1 0.0 

  어업 연구 0.0 0.0 0.0 0.0 0.0 

임업 9.0 8.9 0.0 0.2 0.0 

  임업 개발 0.1 0.0 0.0 0.1 0.0 

  임업 교육/훈련 0.0 0.0 0.0 0.0 0.0 

  임업정책  행정 리 8.9 8.9 0.0 0.0 0.0 

2

0

0

8

계 100.0 62.0 1.0 37.0 0.0 

농업 64.1 45.1 0.0 19.0 0.0 

  농업 개발 6.5 4.8 0.0 1.7 0.0 

  농업 연구 0.0 0.0 0.0 0.0 0.0 

  농업 련 교육/훈련 5.8 4.2 0.0 1.7 0.0 

  농업 련 기자재 6.3 6.3 0.0 0.0 0.0 

  농업용수자원 27.3 19.3 0.0 8.0 0.0 

  농업정책  행정 리 2.8 0.0 0.0 2.8 0.0 

  농업 동조합 0.2 0.0 0.0 0.2 0.0 

  병충해 구제 0.4 0.0 0.0 0.4 0.0 

  식량생산 9.5 7.1 0.0 2.3 0.0 

  축산 5.3 3.5 0.0 1.9 0.0 

어업 13.9 8.2 1.0 4.8 0.0 

  수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어업 개발 8.8 4.8 0.0 3.9 0.0 

  어업 교육/훈련 4.4 3.4 0.2 0.8 0.0 

  어업정책  행정 리 0.7 0.0 0.7 0.0 0.0 

임업 22.0 8.7 0.0 13.2 0.0 

  임업 개발 16.3 5.6 0.0 10.7 0.0 

  임업정책  행정 리 5.7 3.1 0.0 2.5 0.0 

  주: 1) 기타는 EDCF를 통한 정부차 임.

      2) 총계행의 비 은 2005~2008년간 각 원조형태별 비 임.

      3) 연도별 비 은 각 연도별 농업, 어업, 임업의 합계 비 각 세부 분야별 비 임.

자료: 한국국제개발통계(K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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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

미지정

총계 100.0 27.4 13.6 28.5 30.5

1

9

9

5

계 100.0 52.0 0.0 16.9 31.1

농업 79.8 39.8 0.0 11.6 28.4

  농업정책  행정 리 8.2 0.2 0.0 1.2 6.8

  농업개발 7.8 4.4 0.0 1.8 1.6

  농지개발 9.5 7.8 0.0 0.9 0.8

  농업용수자원 19.5 18.3 0.0 0.9 0.3

  농업 련 기자재 14.6 0.1 0.0 0.8 13.7

  식량생산 3.1 1.1 0.0 0.5 1.4

  경제작물/수출작물 2.5 2.3 0.0 0.1 0.0

  축산 0.8 0.1 0.0 0.6 0.1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6 0.4 0.0 0.2 0.0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0.0 0.0 0.0 0.0 0.0

  비정규 농업훈련 0.8 0.2 0.0 0.1 0.5

  농업 련 교육/훈련 1.4 0.2 0.0 1.0 0.2

  농업연구 2.2 0.2 0.0 1.2 0.8

  농업 련 서비스 3.5 1.4 0.0 0.9 1.2

  병충해 구제 0.5 0.0 0.0 0.4 0.1

  농업 융 서비스 3.4 3.0 0.0 0.2 0.2

  농업 동조합 0.6 0.0 0.0 0.2 0.4

  축산진료 0.8 0.0 0.0 0.6 0.2

임업 11.8 5.5 0.0 3.9 2.4

  임업정책  행정 리 2.0 0.2 0.0 0.3 1.5

  임업개발 5.2 2.2 0.0 2.5 0.4

  연료용 목재/숯 2.4 2.2 0.0 0.2 0.0

  임업교육/훈련 0.1 0.0 0.0 0.0 0.1

  임업연구 0.4 0.0 0.0 0.4 0.0

부록 4

OEDC/DAC 주요국의 공 개발원조 동향(약정액 기 )

부표 4-1.  OECD/DAC 체 ODA 세부 분야별/원조 유형별 비  추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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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유통지원 1.6 0.9 0.0 0.5 0.2

어업 8.4 6.7 0.0 1.5 0.3

  어업정책  행정 리 2.4 2.2 0.0 0.1 0.1

  어업개발 4.1 2.8 0.0 1.2 0.1

  어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어업연구 0.1 0.0 0.0 0.1 0.0

  수산물 유통지원 1.8 1.7 0.0 0.0 0.1

2

0

0

0

계 100.0 18.5 0.0 37.9 43.7

농업 75.2 13.9 0.0 27.5 33.8

  농업정책  행정 리 28.5 0.5 0.0 10.5 17.5

  농업개발 14.0 5.3 0.0 6.1 2.6

  농지개발 7.9 4.1 0.0 1.3 2.5

  농업용수자원 4.4 2.6 0.0 1.7 0.1

  농업 련 기자재 6.7 0.1 0.0 0.2 6.4

  식량생산 1.8 0.1 0.0 0.8 0.9

  경제작물/수출작물 0.3 0.2 0.0 0.1 0.0

  축산 1.7 0.3 0.0 1.0 0.4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2 0.0 0.0 0.1 0.1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0.0 0.0 0.0 0.0 0.0

  비정규 농업훈련 1.3 0.0 0.0 0.7 0.6

  농업 련 교육/훈련 1.8 0.4 0.0 0.9 0.6

  농업연구 2.8 0.0 0.0 2.1 0.7

  농업 련 서비스 0.9 0.0 0.0 0.3 0.6

  병충해 구제 0.8 0.1 0.0 0.5 0.2

  농업 융 서비스 0.5 0.0 0.0 0.2 0.3

  농업 동조합 0.6 0.0 0.0 0.3 0.3

  축산진료 0.9 0.1 0.0 0.7 0.0

임업 16.1 3.7 0.0 8.1 4.2

  임업정책  행정 리 4.1 0.1 0.0 3.3 0.8

  임업개발 9.1 3.3 0.0 3.7 2.2

  연료용 목재/숯 0.1 0.0 0.0 0.1 0.0

  임업교육/훈련 0.3 0.0 0.0 0.3 0.0

  임업연구 0.3 0.0 0.0 0.3 0.0

  임산물 유통지원 2.1 0.4 0.0 0.4 1.3

어업 8.7 0.8 0.0 2.3 5.6

  어업정책  행정 리 2.1 0.4 0.0 0.5 1.3

  어업개발 3.1 0.1 0.0 1.7 1.4

  어업교육/훈련 0.5 0.0 0.0 0.0 0.5

  어업연구 0.1 0.0 0.0 0.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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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유통지원 2.9 0.4 0.0 0.0 2.4

2

0

0

5

계 100.0 26.3 17.9 38.5 17.3

농업 79.4 17.6 16.1 32.8 12.9

  농업정책  행정 리 15.7 1.1 3.0 9.8 1.9

  농업개발 10.7 0.2 5.0 2.6 2.9

  농지개발 2.5 0.1 0.0 1.9 0.5

  농업용수자원 18.0 14.7 0.4 0.6 2.3

  농업 련 기자재 2.1 0.4 0.0 0.5 1.3

  식량생산 2.5 0.0 0.4 0.8 1.2

  경제작물/수출작물 1.6 1.1 0.2 0.2 0.1

  축산 1.0 0.0 0.1 0.7 0.2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8 0.0 0.0 0.8 0.0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9.0 0.0 3.3 5.5 0.2

  비정규 농업훈련 1.1 0.0 0.3 0.7 0.1

  농업 련 교육/훈련 2.7 0.0 1.0 0.9 0.7

  농업연구 7.3 0.0 0.5 6.5 0.3

  농업 련 서비스 1.5 0.0 0.8 0.3 0.3

  병충해 구제 0.5 0.0 0.1 0.2 0.1

  농업 융 서비스 1.0 0.0 0.6 0.1 0.3

  농업 동조합 1.1 0.0 0.1 0.6 0.4

  축산진료 0.3 0.0 0.0 0.2 0.1

임업 14.4 8.7 0.3 3.7 1.9

  임업정책  행정 리 2.5 0.0 0.0 2.0 0.5

  임업개발 11.6 8.7 0.2 1.4 1.3

  연료용 목재/숯 0.0 0.0 0.0 0.0 0.0

  임업교육/훈련 0.1 0.0 0.0 0.1 0.0

  임업연구 0.2 0.0 0.0 0.1 0.1

  임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어업 6.2 0.1 1.5 2.1 2.5

  어업정책  행정 리 2.2 0.0 0.4 1.4 0.4

  어업개발 1.7 0.0 0.9 0.5 0.3

  어업교육/훈련 0.2 0.0 0.0 0.1 0.0

  어업연구 0.1 0.0 0.0 0.1 0.0

  수산물 유통지원 2.0 0.1 0.2 0.0 1.8

2

0

0

계 100.0 20.7 22.0 23.8 33.5

농업 80.5 13.9 16.9 20.1 29.7

  농업정책  행정 리 11.6 1.5 3.3 3.0 3.8

  농업개발 13.2 0.8 1.7 2.1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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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지개발 2.3 0.5 0.5 1.0 0.3

  농업용수자원 15.1 9.0 2.4 0.4 3.4

  농업 련 기자재 1.6 1.1 0.1 0.2 0.2

  식량생산 6.9 0.2 5.2 0.6 0.9

  경제작물/수출작물 0.7 0.2 0.1 0.2 0.2

  축산 0.7 0.0 0.1 0.5 0.1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5 0.0 0.0 0.2 0.3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7.2 0.0 0.0 0.1 7.1

  비정규 농업훈련 0.8 0.3 0.2 0.2 0.1

  농업 련 교육/훈련 1.5 0.0 0.1 1.0 0.3

  농업연구 13.9 0.0 0.1 9.8 3.9

  농업 련 서비스 3.0 0.0 2.6 0.2 0.2

  병충해 구제 0.6 0.0 0.3 0.3 0.1

  농업 융 서비스 0.1 0.0 0.0 0.0 0.1

  농업 동조합 0.6 0.1 0.1 0.2 0.3

  축산진료 0.4 0.0 0.1 0.3 0.1

임업 11.5 4.9 2.7 2.4 1.5

  임업정책  행정 리 5.8 1.2 2.7 1.3 0.6

  임업개발 5.3 3.6 0.1 0.9 0.8

  연료용 목재/숯 0.0 0.0 0.0 0.0 0.0

  임업교육/훈련 0.2 0.0 0.0 0.1 0.1

  임업연구 0.2 0.0 0.0 0.1 0.0

  임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어업 8.0 2.0 2.4 1.3 2.4

  어업정책  행정 리 2.8 0.4 0.2 0.6 1.6

  어업개발 3.0 0.6 1.6 0.4 0.5

  어업교육/훈련 0.2 0.0 0.0 0.2 0.0

  어업연구 0.2 0.0 0.0 0.1 0.1

  수산물 유통지원 1.6 0.9 0.6 0.0 0.2

  주: 1) 미지정은 로젝트 원조와 로그램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젝트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그램 원조의 혼합 +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의 혼합 형태

2) 총계행의 비 은 2005~2008년간 각 원조형태별 비 임.

3) 연도별 비 은 각 연도별 농업, 어업, 임업의 합계 비 각 세부 분야별 비 임.

자료: OECD Credit Reporting System_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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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

미지정

1995

총계 100.0 43.6 0.0 18.1 38.4 

사회 인 라  서비스 24.1 16.1 0.0 4.2 3.9 

경제 인 라  서비스 14.8 14.4 0.0 0.1 0.3 

생산(산업) 5.3 4.4 0.0 0.6 0.4 

  농업, 임업, 수산업 2.6 1.7 0.0 0.6 0.3 

  산업, 업, 건설 2.8 2.7 0.0 0.0 0.1 

  통상정책  조정 0.0 0.0 0.0 0.0 0.0 

  무역  0.0 0.0 0.0 0.0 0.0 

다분야 7.5 7.1 0.0 0.3 0.2 

물자원조  일반 로그램 

원조
1.8 1.0 0.0 0.0 0.8 

기타 46.4 0.6 0.0 12.8 32.9 

2000

총계 100.0 22.1 0.0 15.6 62.3 

사회 인 라  서비스 23.0 4.6 0.0 4.1 14.4 

경제 인 라  서비스 32.5 15.1 0.0 0.4 17.0 

생산(산업) 16.1 1.3 0.0 6.4 8.4 

  농업, 임업, 수산업 15.1 1.0 0.0 6.2 7.9 

  산업, 업, 건설 0.4 0.2 0.0 0.2 0.0 

  통상정책  조정 0.5 0.0 0.0 0.0 0.5 

  무역  0.0 0.0 0.0 0.0 0.0 

다분야 2.3 1.1 0.0 0.7 0.5 

물자원조  일반 로그램 

원조
4.6 0.0 0.0 3.2 1.4 

기타 21.5 0.0 0.0 0.8 20.7 

2005

총계 100.0 3.3 41.1 4.2 51.4 

사회 인 라  서비스 39.9 0.5 16.8 0.8 21.8 

경제 인 라  서비스 13.4 2.6 9.8 0.1 0.9 

생산(산업) 19.6 0.2 11.3 1.7 6.5 

  농업, 임업, 수산업 14.1 0.0 11.3 0.6 2.3 

  산업, 업, 건설 5.5 0.2 0.0 1.1 4.2 

  통상정책  조정 0.0 0.0 0.0 0.0 0.0 

  무역  0.0 0.0 0.0 0.0 0.0 

다분야 10.7 0.0 3.3 0.1 7.4 

물자원조  일반 로그램 

원조
1.5 0.0 0.0 0.0 1.5 

부표 4-2.  덴마크 ODA 분야별/원조 유형별 비  추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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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4.8 0.0 0.0 1.5 13.3 

2008

총계 100.0 0.0 11.3 4.2 84.5 

사회 인 라  서비스 35.9 0.0 0.0 0.7 35.2 

경제 인 라  서비스 9.8 0.0 6.8 0.1 2.9 

생산(산업) 6.2 0.0 1.4 1.5 3.2 

  농업, 임업, 수산업 3.5 0.0 1.4 1.2 0.9 

  산업, 업, 건설 2.1 0.0 0.0 0.4 1.7 

  통상정책  조정 0.5 0.0 0.0 0.0 0.5 

  무역  0.1 0.0 0.0 0.0 0.1 

다분야 12.9 0.0 3.1 1.9 7.9 

물자원조  일반 로그램 

원조
2.2 0.0 0.0 0.0 2.2 

기타 33.0 0.0 0.0 0.0 33.0 

    주: 1) 미지정: 로젝트 원조와 로그램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젝트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그램 원조의 혼합 +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의 혼합 형태

2) 기타는 부채 련 지원, 인도  지원, 행정비용, NGO 지원, 수원국으로부터의 거

, 미배분임.

자료: OECD Credit Reporting System_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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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

미지정

총계 100.0 5.8 44.9 20.7 28.7 

1

9

9

5

계 100.0 67.5 0.0 21.9 10.6 

농업 53.7 38.7 0.0 14.8 0.1 

  농업정책  행정 리 0.0 0.0 0.0 0.0 0.0 

  농업개발 4.0 4.0 0.0 0.0 0.0 

  농지개발 13.7 13.7 0.0 0.0 0.0 

  농업용수자원 0.1 0.1 0.0 0.0 0.0 

  농업 련 기자재 1.3 0.1 0.0 1.2 0.0 

  식량생산 0.7 0.7 0.0 0.0 0.0 

  경제작물/수출작물 0.0 0.0 0.0 0.0 0.0 

  축산 3.9 0.0 0.0 3.9 0.0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0 0.0 0.0 0.0 0.0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0.0 0.0 0.0 0.0 0.0 

  비정규 농업훈련 19.4 18.6 0.0 0.8 0.0 

  농업 련 교육/훈련 0.0 0.0 0.0 0.0 0.0 

  농업연구 0.1 0.0 0.0 0.0 0.1 

  농업 련 서비스 0.0 0.0 0.0 0.0 0.0 

  병충해 구제 0.0 0.0 0.0 0.0 0.0 

  농업 융 서비스 0.0 0.0 0.0 0.0 0.0 

  농업 동조합 0.0 0.0 0.0 0.0 0.0 

  축산진료 10.5 1.6 0.0 8.9 0.0 

임업 24.3 24.0 0.0 0.0 0.3 

  임업정책  행정 리 0.0 0.0 0.0 0.0 0.0 

  임업개발 24.3 24.0 0.0 0.0 0.3 

  연료용 목재/숯 0.0 0.0 0.0 0.0 0.0 

  임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임업연구 0.0 0.0 0.0 0.0 0.0 

  임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어업 22.1 4.8 0.0 7.1 10.2 

  어업정책  행정 리 2.0 2.0 0.0 0.0 0.0 

  어업개발 9.9 2.8 0.0 7.1 0.0 

  어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어업연구 0.0 0.0 0.0 0.0 0.0 

  수산물 유통지원 10.2 0.0 0.0 0.0 10.2 

부표 4-3.  덴마크 ODA 세부 분야별/원조 유형별 비  추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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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0

계 100.0 6.9 0.0 40.9 52.2 

농업 86.7 6.4 0.0 39.2 41.1 

  농업정책  행정 리 42.6 0.0 0.0 5.4 37.2 

  농업개발 31.2 0.0 0.0 31.2 0.0 

  농지개발 1.6 0.0 0.0 1.0 0.6 

  농업용수자원 0.0 0.0 0.0 0.0 0.0 

  농업 련 기자재 0.0 0.0 0.0 0.0 0.0 

  식량생산 1.6 1.1 0.0 0.0 0.5 

  경제작물/수출작물 0.0 0.0 0.0 0.0 0.0 

  축산 0.8 0.0 0.0 0.8 0.0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0 0.0 0.0 0.0 0.0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0.0 0.0 0.0 0.0 0.0 

  비정규 농업훈련 0.3 0.0 0.0 0.0 0.3 

  농업 련 교육/훈련 8.2 5.2 0.0 0.3 2.6 

  농업연구 0.5 0.0 0.0 0.5 0.0 

  농업 련 서비스 0.0 0.0 0.0 0.0 0.0 

  병충해 구제 0.0 0.0 0.0 0.0 0.0 

  농업 융 서비스 0.0 0.0 0.0 0.0 0.0 

  농업 동조합 0.0 0.0 0.0 0.0 0.0 

  축산진료 0.0 0.0 0.0 0.0 0.0 

임업 1.3 0.0 0.0 1.0 0.3 

  임업정책  행정 리 1.3 0.0 0.0 1.0 0.3 

  임업개발 0.0 0.0 0.0 0.0 0.0 

  연료용 목재/숯 0.0 0.0 0.0 0.0 0.0 

  임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임업연구 0.0 0.0 0.0 0.0 0.0 

  임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어업 12.1 0.5 0.0 0.7 10.8 

  어업정책  행정 리 8.4 0.5 0.0 0.7 7.2 

  어업개발 3.6 0.0 0.0 0.0 3.6 

  어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어업연구 0.0 0.0 0.0 0.0 0.0 

  수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2

0

0

5

계 100.0 0.0 79.7 4.2 16.1 

농업 79.3 0.0 66.0 3.7 9.6 

  농업정책  행정 리 14.0 0.0 13.7 0.0 0.3 

  농업개발 57.6 0.0 49.4 0.0 8.2 

  농지개발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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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수자원 0.0 0.0 0.0 0.0 0.0 

  농업 련 기자재 0.0 0.0 0.0 0.0 0.0 

  식량생산 0.6 0.0 0.0 0.0 0.6 

  경제작물/수출작물 0.0 0.0 0.0 0.0 0.0 

  축산 0.3 0.0 0.0 0.0 0.3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0 0.0 0.0 0.0 0.0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0.0 0.0 0.0 0.0 0.0 

  비정규 농업훈련 0.0 0.0 0.0 0.0 0.0 

  농업 련 교육/훈련 0.2 0.0 0.0 0.0 0.2 

  농업연구 3.7 0.0 0.0 3.7 0.0 

  농업 련 서비스 0.0 0.0 0.0 0.0 0.0 

  병충해 구제 0.0 0.0 0.0 0.0 0.0 

  농업 융 서비스 2.9 0.0 2.9 0.0 0.0 

  농업 동조합 0.0 0.0 0.0 0.0 0.0 

  축산진료 0.0 0.0 0.0 0.0 0.0 

임업 1.8 0.0 0.0 0.5 1.3 

  임업정책  행정 리 1.0 0.0 0.0 0.0 1.0 

  임업개발 0.3 0.0 0.0 0.0 0.3 

  연료용 목재/숯 0.0 0.0 0.0 0.0 0.0 

  임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임업연구 0.5 0.0 0.0 0.5 0.0 

  임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어업 18.9 0.0 13.7 0.0 5.2 

  어업정책  행정 리 7.5 0.0 5.6 0.0 2.0 

  어업개발 8.3 0.0 5.2 0.0 3.1 

  어업교육/훈련 0.1 0.0 0.0 0.0 0.1 

  어업연구 0.0 0.0 0.0 0.0 0.0 

  수산물 유통지원 3.0 0.0 3.0 0.0 0.0 

2

0

0

8

계 100.0 0.0 41.3 33.3 25.4 

농업 92.0 0.0 41.3 33.3 17.3 

  농업정책  행정 리 10.9 0.0 0.0 1.7 9.2 

  농업개발 44.6 0.0 41.3 0.0 3.3 

  농지개발 0.0 0.0 0.0 0.0 0.0 

  농업용수자원 0.0 0.0 0.0 0.0 0.0 

  농업 련 기자재 0.0 0.0 0.0 0.0 0.0 

  식량생산 2.6 0.0 0.0 0.0 2.6 

  경제작물/수출작물 0.8 0.0 0.0 0.0 0.8 

  축산 0.0 0.0 0.0 0.0 0.0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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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0.0 0.0 0.0 0.0 0.0 

  비정규 농업훈련 0.0 0.0 0.0 0.0 0.0 

  농업 련 교육/훈련 0.4 0.0 0.0 0.0 0.4 

  농업연구 32.8 0.0 0.0 31.6 1.2 

  농업 련 서비스 0.0 0.0 0.0 0.0 0.0 

  병충해 구제 0.0 0.0 0.0 0.0 0.0 

  농업 융 서비스 0.0 0.0 0.0 0.0 0.0 

  농업 동조합 0.0 0.0 0.0 0.0 0.0 

  축산진료 0.0 0.0 0.0 0.0 0.0 

임업 1.6 0.0 0.0 0.0 1.6 

  임업정책  행정 리 0.0 0.0 0.0 0.0 0.0 

  임업개발 0.0 0.0 0.0 0.0 0.0 

  연료용 목재/숯 0.0 0.0 0.0 0.0 0.0 

  임업교육/훈련 0.5 0.0 0.0 0.0 0.5 

  임업연구 0.0 0.0 0.0 0.0 0.0 

  임산물 유통지원 1.1 0.0 0.0 0.0 1.1 

어업 6.4 0.0 0.0 0.0 6.4 

  어업정책  행정 리 0.0 0.0 0.0 0.0 0.0 

  어업개발 6.4 0.0 0.0 0.0 6.4 

  어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어업연구 0.0 0.0 0.0 0.0 0.0 

  수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주: 1) 미지정은 로젝트 원조와 로그램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젝트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그램 원조의 혼합 +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의 혼합 형태

2) 총계행의 비 은 2005~2008년간 각 원조형태별 비 임.

3) 연도별 비 은 각 연도별 농업, 어업, 임업의 합계 비 각 세부 분야별 비 임.

자료: OECD Credit Reporting System_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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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 미지정

1995

총계 100.0 66.1 0.0 0.9 33.0 

사회 인 라  서비스 21.4 19.2 0.0 0.5 1.7 

경제 인 라  서비스 39.2 38.3 0.0 0.0 1.0 

생산(산업) 7.5 5.3 0.0 0.1 2.0 

  농업, 임업, 수산업 6.2 4.0 0.0 0.1 2.0 

  산업, 업, 건설 1.3 1.3 0.0 0.0 0.0 

  통상정책  조정 0.0 0.0 0.0 0.0 0.0 

  무역  0.0 0.0 0.0 0.0 0.0 

다분야 3.6 3.1 0.0 0.2 0.2 

물자원조  일반 로그

램 원조
7.9 0.0 0.0 0.0 7.9 

기타 20.4 0.1 0.0 0.1 20.2 

2000

총계 100.0 23.6 0.0 50.6 25.8 

사회 인 라  서비스 42.1 12.9 0.0 28.3 0.9 

경제 인 라  서비스 12.0 7.1 0.0 3.8 1.1 

생산(산업) 6.3 1.6 0.0 4.4 0.3 

  농업, 임업, 수산업 4.3 0.9 0.0 3.1 0.3 

  산업, 업, 건설 1.5 0.6 0.0 0.8 0.0 

  통상정책  조정 0.5 0.1 0.0 0.4 0.0 

  무역  0.1 0.0 0.0 0.1 0.0 

다분야 13.1 2.0 0.0 10.7 0.3 

물자원조  일반 로그

램 원조
0.6 0.0 0.0 0.0 0.6 

기타 25.9 0.0 0.0 3.3 22.6 

2005

총계 100.0 0.7 0.0 22.6 76.8 

사회 인 라  서비스 18.9 0.0 0.0 11.8 7.1 

경제 인 라  서비스 12.1 0.7 0.0 2.1 9.4 

생산(산업) 3.1 0.0 0.0 2.3 0.9 

  농업, 임업, 수산업 2.3 0.0 0.0 1.5 0.8 

  산업, 업, 건설 0.7 0.0 0.0 0.7 0.0 

  통상정책  조정 0.1 0.0 0.0 0.1 0.0 

  무역  0.0 0.0 0.0 0.0 0.0 

다분야 15.6 0.0 0.0 5.9 9.7 

물자원조  일반 로그

램 원조
0.8 0.0 0.0 0.6 0.2 

부표 4-4.  독일 ODA 분야별/원조 유형별 비  추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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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49.5 0.0 0.0 0.0 49.5 

2008

총계 100.0 30.3 0.0 35.9 33.8 

사회 인 라  서비스 35.6 10.8 0.0 24.8 0.0 

경제 인 라  서비스 19.2 15.7 0.0 3.5 0.0 

생산(산업) 4.1 2.0 0.0 2.1 0.0 

  농업, 임업, 수산업 1.9 0.5 0.0 1.4 0.0 

  산업, 업, 건설 1.8 1.3 0.0 0.4 0.0 

  통상정책  조정 0.4 0.1 0.0 0.3 0.0 

  무역  0.1 0.0 0.0 0.0 0.0 

다분야 7.3 1.9 0.0 5.4 0.0 

물자원조  일반 로그

램 원조
1.6 0.0 0.0 0.0 1.6 

기타 32.2 0.0 0.0 0.0 32.2 

  주: 1) 미지정: 로젝트 원조와 로그램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젝트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그램 원조의 혼합 +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의 혼합 형태

      2) 기타는 부채 련 지원, 인도  지원, 행정비용, NGO 지원, 수원국으로부터의 거

, 미배분임.

자료: OECD Credit Reporting System_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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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 미지정

총계 100.0 29.9 0.0 49.8 20.3 

1

9

9

5

계 100.0 65.0 0.0 2.0 33.0 

농업 74.9 39.9 0.0 2.0 33.0 

  농업정책  행정 리 0.0 0.0 0.0 0.0 0.0 

  농업개발 0.0 0.0 0.0 0.0 0.0 

  농지개발 10.6 9.2 0.0 0.0 1.4 

  농업용수자원 13.9 13.4 0.0 0.0 0.4 

  농업 련 기자재 27.6 0.0 0.0 0.0 27.6 

  식량생산 0.9 0.0 0.0 0.0 0.9 

  경제작물/수출작물 1.9 1.9 0.0 0.0 0.0 

  축산 0.0 0.0 0.0 0.0 0.0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0 0.0 0.0 0.0 0.0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0.0 0.0 0.0 0.0 0.0 

  비정규 농업훈련 0.0 0.0 0.0 0.0 0.0 

  농업 련 교육/훈련 0.0 0.0 0.0 0.0 0.0 

  농업연구 0.0 0.0 0.0 0.0 0.0 

  농업 련 서비스 1.9 0.0 0.0 0.0 1.9 

  병충해 구제 0.0 0.0 0.0 0.0 0.0 

  농업 융 서비스 18.1 15.3 0.0 2.0 0.8 

  농업 동조합 0.0 0.0 0.0 0.0 0.0 

  축산진료 0.0 0.0 0.0 0.0 0.0 

임업 25.1 25.1 0.0 0.0 0.0 

  임업정책  행정 리 1.4 1.4 0.0 0.0 0.0 

  임업개발 12.3 12.3 0.0 0.0 0.0 

  연료용 목재/숯 2.8 2.8 0.0 0.0 0.0 

  임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임업연구 0.0 0.0 0.0 0.0 0.0 

  임산물 유통지원 8.7 8.7 0.0 0.0 0.0 

어업 0.0 0.0 0.0 0.0 0.0 

  어업정책  행정 리 0.0 0.0 0.0 0.0 0.0 

  어업개발 0.0 0.0 0.0 0.0 0.0 

  어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어업연구 0.0 0.0 0.0 0.0 0.0 

  수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계 100.0 20.5 0.0 72.6 6.9 

부표 4-5.  독일 ODA 세부 분야별/원조 유형별 비  추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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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0

농업 55.9 6.6 0.0 49.3 0.0 

  농업정책  행정 리 5.0 0.0 0.0 5.0 0.0 

  농업개발 13.8 0.0 0.0 13.8 0.0 

  농지개발 7.0 0.1 0.0 6.9 0.0 

  농업용수자원 10.1 6.4 0.0 3.7 0.0 

  농업 련 기자재 0.0 0.0 0.0 0.0 0.0 

  식량생산 2.8 0.0 0.0 2.8 0.0 

  경제작물/수출작물 0.2 0.0 0.0 0.2 0.0 

  축산 0.4 0.0 0.0 0.4 0.0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6 0.0 0.0 0.6 0.0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0.0 0.0 0.0 0.0 0.0 

  비정규 농업훈련 2.0 0.0 0.0 2.0 0.0 

  농업 련 교육/훈련 1.8 0.0 0.0 1.8 0.0 

  농업연구 2.1 0.0 0.0 2.1 0.0 

  농업 련 서비스 2.4 0.0 0.0 2.4 0.0 

  병충해 구제 1.8 0.0 0.0 1.8 0.0 

  농업 융 서비스 2.2 0.0 0.0 2.2 0.0 

  농업 동조합 2.9 0.0 0.0 2.9 0.0 

  축산진료 0.9 0.0 0.0 0.9 0.0 

임업 43.0 13.9 0.0 22.1 6.9 

  임업정책  행정 리 9.0 0.0 0.0 9.0 0.0 

  임업개발 30.6 13.9 0.0 9.8 6.9 

  연료용 목재/숯 1.4 0.0 0.0 1.4 0.0 

  임업교육/훈련 1.1 0.0 0.0 1.1 0.0 

  임업연구 0.9 0.0 0.0 0.9 0.0 

  임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어업 1.2 0.0 0.0 1.2 0.0 

  어업정책  행정 리 1.2 0.0 0.0 1.2 0.0 

  어업개발 0.0 0.0 0.0 0.0 0.0 

  어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어업연구 0.0 0.0 0.0 0.0 0.0 

  수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2

0

0

5

계 100.0 0.0 0.0 63.7 36.3 

농업 79.0 0.0 0.0 51.6 27.4 

  농업정책  행정 리 7.3 0.0 0.0 7.3 0.0 

  농업개발 13.8 0.0 0.0 13.8 0.0 

  농지개발 12.2 0.0 0.0 5.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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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수자원 21.8 0.0 0.0 1.5 20.3 

  농업 련 기자재 0.1 0.0 0.0 0.1 0.0 

  식량생산 1.5 0.0 0.0 1.5 0.0 

  경제작물/수출작물 0.4 0.0 0.0 0.4 0.0 

  축산 0.1 0.0 0.0 0.1 0.0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4 0.0 0.0 0.4 0.0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0.0 0.0 0.0 0.0 0.0 

  비정규 농업훈련 3.5 0.0 0.0 3.5 0.0 

  농업 련 교육/훈련 5.2 0.0 0.0 5.2 0.0 

  농업연구 8.1 0.0 0.0 8.1 0.0 

  농업 련 서비스 1.3 0.0 0.0 1.3 0.0 

  병충해 구제 0.9 0.0 0.0 0.9 0.0 

  농업 융 서비스 0.2 0.0 0.0 0.2 0.0 

  농업 동조합 2.1 0.0 0.0 2.1 0.0 

  축산진료 0.1 0.0 0.0 0.1 0.0 

임업 19.8 0.0 0.0 10.9 8.9 

  임업정책  행정 리 3.8 0.0 0.0 3.8 0.0 

  임업개발 15.2 0.0 0.0 6.3 8.9 

  연료용 목재/숯 0.0 0.0 0.0 0.0 0.0 

  임업교육/훈련 0.7 0.0 0.0 0.7 0.0 

  임업연구 0.0 0.0 0.0 0.0 0.0 

  임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어업 1.2 0.0 0.0 1.2 0.0 

  어업정책  행정 리 1.0 0.0 0.0 1.0 0.0 

  어업개발 0.2 0.0 0.0 0.2 0.0 

  어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어업연구 0.0 0.0 0.0 0.0 0.0 

  수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2

0

0

8

계 100.0 26.1 0.0 73.9 0.0 

농업 78.1 15.9 0.0 62.2 0.0 

  농업정책  행정 리 7.7 0.0 0.0 7.7 0.0 

  농업개발 21.8 2.7 0.0 19.0 0.0 

  농지개발 18.3 5.6 0.0 12.6 0.0 

  농업용수자원 8.7 7.5 0.0 1.2 0.0 

  농업 련 기자재 0.4 0.0 0.0 0.4 0.0 

  식량생산 0.2 0.0 0.0 0.2 0.0 

  경제작물/수출작물 0.0 0.0 0.0 0.0 0.0 

  축산 0.8 0.0 0.0 0.8 0.0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2.6 0.0 0.0 2.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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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0.8 0.0 0.0 0.8 0.0 

  비정규 농업훈련 2.5 0.0 0.0 2.5 0.0 

  농업 련 교육/훈련 4.2 0.0 0.0 4.2 0.0 

  농업연구 7.2 0.0 0.0 7.2 0.0 

  농업 련 서비스 2.5 0.0 0.0 2.5 0.0 

  병충해 구제 0.2 0.0 0.0 0.2 0.0 

  농업 융 서비스 0.0 0.0 0.0 0.0 0.0 

  농업 동조합 0.0 0.0 0.0 0.0 0.0 

  축산진료 0.4 0.0 0.0 0.4 0.0 

임업 21.2 10.2 0.0 11.0 0.0 

  임업정책  행정 리 5.8 0.0 0.0 5.8 0.0 

  임업개발 14.5 10.2 0.0 4.3 0.0 

  연료용 목재/숯 0.0 0.0 0.0 0.0 0.0 

  임업교육/훈련 0.1 0.0 0.0 0.1 0.0 

  임업연구 0.7 0.0 0.0 0.7 0.0 

  임산물 유통지원 0.1 0.0 0.0 0.1 0.0 

어업 0.6 0.0 0.0 0.6 0.0 

  어업정책  행정 리 0.4 0.0 0.0 0.4 0.0 

  어업개발 0.1 0.0 0.0 0.1 0.0 

  어업교육/훈련 0.1 0.0 0.0 0.1 0.0 

  어업연구 0.0 0.0 0.0 0.0 0.0 

  수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주: 1) 미지정은 로젝트 원조와 로그램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젝트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그램 원조의 혼합 +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의 혼합 형태

2) 총계행의 비 은 2005~2008년간 각 원조형태별 비 임.

3) 연도별 비 은 각 연도별 농업, 어업, 임업의 합계 비 각 세부 분야별 비 임.

자료: OECD Credit Reporting System_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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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체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

미지
정

1995

총계 100.0 86.2 0.0 0.0 13.8 

사회 인 라  서비스 16.6 15.0 0.0 0.0 1.6 

경제 인 라  서비스 56.5 55.9 0.0 0.0 0.6 

생산(산업) 8.7 6.7 0.0 0.0 2.0 

  농업, 임업, 수산업 7.5 5.5 0.0 0.0 2.0 

  산업, 업, 건설 1.2 1.2 0.0 0.0 0.0 

  통상정책  조정 0.1 0.1 0.0 0.0 0.0 

  무역  0.0 0.0 0.0 0.0 0.0 

다분야 8.5 8.5 0.0 0.0 0.0 

물자원조  일반 로그

램 원조
4.8 0.0 0.0 0.0 4.8 

기타 4.8 0.0 0.0 0.0 4.8 

2000

총계 100.0 72.5 0.0 0.0 27.5 

사회 인 라  서비스 21.1 19.7 0.0 0.0 1.5 

경제 인 라  서비스 41.1 40.9 0.0 0.0 0.2 

생산(산업) 5.7 3.3 0.0 0.0 2.4 

  농업, 임업, 수산업 5.3 2.9 0.0 0.0 2.4 

  산업, 업, 건설 0.4 0.4 0.0 0.0 0.0 

  통상정책  조정 0.0 0.0 0.0 0.0 0.0 

  무역  0.0 0.0 0.0 0.0 0.0 

다분야 7.9 7.8 0.0 0.0 0.1 

물자원조  일반 로그

램 원조
9.1 0.0 0.0 0.0 9.1 

기타 15.1 0.9 0.0 0.0 14.2 

2005

총계 100.0 45.7 0.9 11.7 41.7 

사회 인 라  서비스 20.9 13.4 0.3 5.4 1.8 

경제 인 라  서비스 24.6 21.9 0.2 1.2 1.3 

생산(산업) 8.1 5.1 0.0 2.4 0.7 

  농업, 임업, 수산업 6.1 4.2 0.0 1.2 0.7 

  산업, 업, 건설 1.2 0.3 0.0 0.8 0.0 

  통상정책  조정 0.3 0.0 0.0 0.3 0.0 

  무역  0.6 0.5 0.0 0.1 0.0 

다분야 3.2 2.7 0.0 0.5 0.0 

물자원조  일반 로그

램 원조
1.7 0.4 0.4 0.0 0.9 

부표 4-6.  일본 ODA 분야별/원조 유형별 비  추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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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41.4 2.2 0.0 2.2 37.0 

2008

총계 100.0 59.3 0.9 11.6 28.2 

사회 인 라  서비스 18.5 7.4 0.5 5.1 5.5 

경제 인 라  서비스 38.6 36.0 0.0 0.9 1.6 

생산(산업) 13.2 10.1 0.0 2.2 0.8 

  농업, 임업, 수산업 6.2 4.1 0.0 1.2 0.8 

  산업, 업, 건설 6.6 5.9 0.0 0.7 0.0 

  통상정책  조정 0.4 0.0 0.0 0.3 0.0 

  무역  0.0 0.0 0.0 0.0 0.0 

다분야 4.7 3.6 0.0 0.5 0.6 

물자원조  일반 로그

램 원조
3.0 1.0 0.3 0.0 1.6 

기타 22.2 1.2 0.0 2.8 18.1 

  주: 1) 미지정: 로젝트 원조와 로그램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젝트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그램 원조의 혼합 +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의 혼합 형태

      2) 기타는 부채 련 지원, 인도  지원, 행정비용, NGO 지원, 수원국으로부터의 거

, 미배분임.

      3) 일본은 2003년부터 기술 력을 구분하여 ODA 통계치를 작성하기 시작하 음.

자료: OECD Credit Reporting System_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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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

미지정

총계 100.0 67.6 0.2 11.0 21.2 

1

9

9

5

계 100.0 73.6 0.0 0.0 26.4 

농업 83.8 57.4 0.0 0.0 26.4 

  농업정책  행정 리 0.0 0.0 0.0 0.0 0.0 

  농업개발 7.7 7.7 0.0 0.0 0.0 

  농지개발 13.0 13.0 0.0 0.0 0.0 

  농업용수자원 29.2 29.2 0.0 0.0 0.0 

  농업 련 기자재 24.0 0.3 0.0 0.0 23.7 

  식량생산 3.1 1.1 0.0 0.0 2.0 

  경제작물/수출작물 0.6 0.6 0.0 0.0 0.0 

  축산 0.0 0.0 0.0 0.0 0.0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5 0.5 0.0 0.0 0.0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0.0 0.0 0.0 0.0 0.0 

  비정규 농업훈련 0.0 0.0 0.0 0.0 0.0 

  농업 련 교육/훈련 0.0 0.0 0.0 0.0 0.0 

  농업연구 0.7 0.0 0.0 0.0 0.7 

  농업 련 서비스 1.8 1.8 0.0 0.0 0.0 

  병충해 구제 0.0 0.0 0.0 0.0 0.0 

  농업 융 서비스 3.0 3.0 0.0 0.0 0.0 

  농업 동조합 0.0 0.0 0.0 0.0 0.0 

  축산진료 0.0 0.0 0.0 0.0 0.0 

임업 5.7 5.7 0.0 0.0 0.0 

  임업정책  행정 리 0.1 0.1 0.0 0.0 0.0 

  임업개발 1.4 1.4 0.0 0.0 0.0 

  연료용 목재/숯 4.2 4.2 0.0 0.0 0.0 

  임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임업연구 0.0 0.0 0.0 0.0 0.0 

  임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어업 10.6 10.6 0.0 0.0 0.0 

  어업정책  행정 리 1.4 1.4 0.0 0.0 0.0 

  어업개발 5.6 5.6 0.0 0.0 0.0 

  어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어업연구 0.0 0.0 0.0 0.0 0.0 

  수산물 유통지원 3.6 3.6 0.0 0.0 0.0 

부표 4-7.  일본 세부 ODA 분야별/원조 유형별 비  추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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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0

계 100.0 54.7 0.0 0.0 45.3 

농업 74.6 44.8 0.0 0.0 29.8 

  농업정책  행정 리 8.1 1.8 0.0 0.0 6.4 

  농업개발 19.1 19.1 0.0 0.0 0.0 

  농지개발 15.3 15.3 0.0 0.0 0.0 

  농업용수자원 6.7 6.7 0.0 0.0 0.0 

  농업 련 기자재 23.8 0.3 0.0 0.0 23.5 

  식량생산 0.0 0.0 0.0 0.0 0.0 

  경제작물/수출작물 0.4 0.4 0.0 0.0 0.0 

  축산 0.9 0.9 0.0 0.0 0.0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0 0.0 0.0 0.0 0.0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0.0 0.0 0.0 0.0 0.0 

  비정규 농업훈련 0.0 0.0 0.0 0.0 0.0 

  농업 련 교육/훈련 0.0 0.0 0.0 0.0 0.0 

  농업연구 0.0 0.0 0.0 0.0 0.0 

  농업 련 서비스 0.0 0.0 0.0 0.0 0.0 

  병충해 구제 0.0 0.0 0.0 0.0 0.0 

  농업 융 서비스 0.0 0.0 0.0 0.0 0.0 

  농업 동조합 0.0 0.0 0.0 0.0 0.0 

  축산진료 0.4 0.4 0.0 0.0 0.0 

임업 9.0 8.6 0.0 0.0 0.5 

  임업정책  행정 리 0.0 0.0 0.0 0.0 0.0 

  임업개발 8.0 7.6 0.0 0.0 0.5 

  연료용 목재/숯 0.0 0.0 0.0 0.0 0.0 

  임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임업연구 0.0 0.0 0.0 0.0 0.0 

  임산물 유통지원 1.0 1.0 0.0 0.0 0.0 

어업 16.3 1.4 0.0 0.0 15.0 

  어업정책  행정 리 2.6 0.0 0.0 0.0 2.6 

  어업개발 1.5 0.0 0.0 0.0 1.5 

  어업교육/훈련 1.7 0.0 0.0 0.0 1.7 

  어업연구 0.0 0.0 0.0 0.0 0.0 

  수산물 유통지원 10.5 1.4 0.0 0.0 9.1 

2

0

0

5

계 100.0 69.1 0.0 19.8 11.1 

농업 58.7 40.7 0.0 13.3 4.7 

  농업정책  행정 리 8.8 0.0 0.0 8.8 0.0 

  농업개발 0.7 0.0 0.0 0.1 0.6 

  농지개발 2.1 0.0 0.0 2.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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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수자원 40.7 40.4 0.0 0.1 0.2 

  농업 련 기자재 4.7 0.3 0.0 0.5 4.0 

  식량생산 0.0 0.0 0.0 0.0 0.0 

  경제작물/수출작물 0.0 0.0 0.0 0.0 0.0 

  축산 1.0 0.0 0.0 1.0 0.0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0 0.0 0.0 0.0 0.0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0.0 0.0 0.0 0.0 0.0 

  비정규 농업훈련 0.0 0.0 0.0 0.0 0.0 

  농업 련 교육/훈련 0.1 0.0 0.0 0.1 0.0 

  농업연구 0.0 0.0 0.0 0.0 0.0 

  농업 련 서비스 0.0 0.0 0.0 0.0 0.0 

  병충해 구제 0.0 0.0 0.0 0.0 0.0 

  농업 융 서비스 0.0 0.0 0.0 0.0 0.0 

  농업 동조합 0.0 0.0 0.0 0.0 0.0 

  축산진료 0.5 0.0 0.0 0.5 0.0 

임업 32.0 28.4 0.0 2.9 0.6 

  임업정책  행정 리 2.8 0.0 0.0 2.8 0.0 

  임업개발 29.1 28.4 0.0 0.0 0.6 

  연료용 목재/숯 0.0 0.0 0.0 0.0 0.0 

  임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임업연구 0.0 0.0 0.0 0.0 0.0 

  임산물 유통지원 0.1 0.0 0.0 0.1 0.0 

어업 9.3 0.0 0.0 3.6 5.8 

  어업정책  행정 리 2.4 0.0 0.0 2.4 0.0 

  어업개발 0.9 0.0 0.0 0.9 0.0 

  어업교육/훈련 0.2 0.0 0.0 0.2 0.0 

  어업연구 0.0 0.0 0.0 0.0 0.0 

  수산물 유통지원 5.8 0.0 0.0 0.0 5.8 

2

0

0

8

계 100.0 66.7 0.6 19.6 13.1 

농업 62.1 44.5 0.6 14.0 3.1 

  농업정책  행정 리 11.0 0.0 0.6 10.3 0.2 

  농업개발 0.2 0.0 0.0 0.0 0.2 

  농지개발 1.2 0.0 0.0 1.2 0.0 

  농업용수자원 41.3 39.1 0.0 0.1 2.1 

  농업 련 기자재 5.6 5.4 0.0 0.2 0.0 

  식량생산 0.0 0.0 0.0 0.0 0.0 

  경제작물/수출작물 0.0 0.0 0.0 0.0 0.0 

  축산 0.8 0.0 0.0 0.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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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0 0.0 0.0 0.0 0.0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0.0 0.0 0.0 0.0 0.0 

  비정규 농업훈련 0.0 0.0 0.0 0.0 0.0 

  농업 련 교육/훈련 0.5 0.0 0.0 0.2 0.3 

  농업연구 0.3 0.0 0.0 0.0 0.2 

  농업 련 서비스 0.0 0.0 0.0 0.0 0.0 

  병충해 구제 0.0 0.0 0.0 0.0 0.0 

  농업 융 서비스 0.0 0.0 0.0 0.0 0.0 

  농업 동조합 0.0 0.0 0.0 0.0 0.0 

  축산진료 1.1 0.0 0.0 1.1 0.0 

임업 23.3 20.2 0.0 2.6 0.6 

  임업정책  행정 리 8.0 4.9 0.0 2.6 0.6 

  임업개발 15.3 15.3 0.0 0.0 0.0 

  연료용 목재/숯 0.0 0.0 0.0 0.0 0.0 

  임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임업연구 0.0 0.0 0.0 0.0 0.0 

  임산물 유통지원 0.1 0.0 0.0 0.1 0.0 

어업 14.5 2.1 0.0 2.9 9.5 

  어업정책  행정 리 9.4 0.0 0.0 1.9 7.5 

  어업개발 2.0 0.0 0.0 0.8 1.2 

  어업교육/훈련 0.2 0.0 0.0 0.2 0.0 

  어업연구 0.0 0.0 0.0 0.0 0.0 

  수산물 유통지원 2.9 2.1 0.0 0.0 0.8 

  주: 1) 미지정은 로젝트 원조와 로그램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젝트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그램 원조의 혼합 +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의 혼합 형태

2) 총계행의 비 은 2005~2008년간 각 원조형태별 비 임.

3) 연도별 비 은 각 연도별 농업, 어업, 임업의 합계 비 각 세부 분야별 비 임.

4) 일본은 2002년부터 기술 력을 구분하여 ODA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 음.

자료: OECD Credit Reporting System_Full



부 록 4 OEDC/DAC 주요국의 공 개발원조 동향 189

구분 체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 미지정

1995

총계 100.0 2.9 0.0 0.0 97.1 

사회 인 라  서비스 48.3 2.0 0.0 0.0 46.3 

경제 인 라  서비스 5.7 0.0 0.0 0.0 5.7 

생산(산업) 3.7 0.2 0.0 0.0 3.4 

  농업, 임업, 수산업 3.1 0.1 0.0 0.0 3.0 

  산업, 업, 건설 0.0 0.0 0.0 0.0 0.0 

  통상정책  조정 0.4 0.0 0.0 0.0 0.4 

  무역  0.1 0.1 0.0 0.0 0.0 

다분야 14.1 0.7 0.0 0.0 13.5 

물자원조  일반 로그램 

원조
28.1 0.0 0.0 0.0 28.1 

기타 0.1 0.0 0.0 0.0 0.1 

2000

총계 100.0 1.5 0.0 48.9 49.6 

사회 인 라  서비스 38.7 1.1 0.0 33.8 3.8 

경제 인 라  서비스 13.8 0.3 0.0 7.5 6.1 

생산(산업) 4.8 0.1 0.0 2.6 2.1 

  농업, 임업, 수산업 4.0 0.0 0.0 2.0 2.0 

  산업, 업, 건설 0.8 0.1 0.0 0.6 0.1 

  통상정책  조정 0.0 0.0 0.0 0.0 0.0 

  무역  0.0 0.0 0.0 0.0 0.0 

다분야 10.0 0.0 0.0 4.3 5.7 

물자원조  일반 로그램 

원조
12.5 0.0 0.0 0.0 12.5 

기타 20.1 0.0 0.0 0.7 19.5 

2005

총계 100.0 13.0 10.6 37.1 39.3 

사회 인 라  서비스 41.7 7.1 6.2 28.2 0.2 

경제 인 라  서비스 8.8 3.4 2.3 3.1 0.0 

생산(산업) 6.0 2.5 1.2 2.3 0.0 

  농업, 임업, 수산업 2.7 0.2 0.9 1.7 0.0 

  산업, 업, 건설 2.6 2.3 0.0 0.3 0.0 

  통상정책  조정 0.6 0.0 0.4 0.3 0.0 

  무역  0.0 0.0 0.0 0.0 0.0 

다분야 4.4 0.0 0.8 3.6 0.0 

물자원조  일반 로그램 4.0 0.0 0.0 0.0 4.0 

부표 4-8.  미국 ODA 분야별/원조 유형별 비  추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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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기타 35.1 0.0 0.0 0.0 35.1 

2008

총계 100.0 2.9 10.6 2.4 84.1 

사회 인 라  서비스 51.8 1.1 3.2 2.0 45.5 

경제 인 라  서비스 14.1 1.5 4.8 0.0 7.8 

생산(산업) 6.1 0.0 2.3 0.1 3.7 

  농업, 임업, 수산업 5.1 0.0 2.3 0.0 2.7 

  산업, 업, 건설 0.5 0.0 0.0 0.0 0.5 

  통상정책  조정 0.6 0.0 0.0 0.1 0.5 

  무역  0.0 0.0 0.0 0.0 0.0 

다분야 2.8 0.2 0.3 0.3 2.1 

물자원조  일반 로그램 

원조
3.3 0.0 0.0 0.0 3.3 

기타 21.8 0.0 0.0 0.0 21.8 

  주: 1) 미지정: 로젝트 원조와 로그램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젝트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그램 원조의 혼합 +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의 혼합 형태

2) 기타는 부채 련 지원, 인도  지원, 행정비용, NGO 지원, 수원국으로부터의 거

, 미배분임.

자료: OECD Credit Reporting System_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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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 미지정

총계 100.0 2.2 32.8 23.0 42.0 

1

9

9

5

계 100.0 2.7 0.0 0.0 97.3 

농업 96.7 2.7 0.0 0.0 94.0 

  농업정책  행정 리 85.0 2.7 0.0 0.0 82.3 

  농업개발 0.0 0.0 0.0 0.0 0.0 

  농지개발 0.0 0.0 0.0 0.0 0.0 

  농업용수자원 0.0 0.0 0.0 0.0 0.0 

  농업 련 기자재 0.0 0.0 0.0 0.0 0.0 

  식량생산 3.5 0.0 0.0 0.0 3.5 

  경제작물/수출작물 0.0 0.0 0.0 0.0 0.0 

  축산 0.0 0.0 0.0 0.0 0.0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0 0.0 0.0 0.0 0.0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0.0 0.0 0.0 0.0 0.0 

  비정규 농업훈련 0.0 0.0 0.0 0.0 0.0 

  농업 련 교육/훈련 0.0 0.0 0.0 0.0 0.0 

  농업연구 0.0 0.0 0.0 0.0 0.0 

  농업 련 서비스 8.2 0.0 0.0 0.0 8.2 

  병충해 구제 0.0 0.0 0.0 0.0 0.0 

  농업 융 서비스 0.0 0.0 0.0 0.0 0.0 

  농업 동조합 0.0 0.0 0.0 0.0 0.0 

  축산진료 0.0 0.0 0.0 0.0 0.0 

임업 3.3 0.0 0.0 0.0 3.3 

  임업정책  행정 리 3.3 0.0 0.0 0.0 3.3 

  임업개발 0.0 0.0 0.0 0.0 0.0 

  연료용 목재/숯 0.0 0.0 0.0 0.0 0.0 

  임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임업연구 0.0 0.0 0.0 0.0 0.0 

  임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어업 0.0 0.0 0.0 0.0 0.0 

  어업정책  행정 리 0.0 0.0 0.0 0.0 0.0 

  어업개발 0.0 0.0 0.0 0.0 0.0 

  어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어업연구 0.0 0.0 0.0 0.0 0.0 

  수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부표 4-9.  미국 ODA 세부 분야별/원조유형별 비  추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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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0

계 100.0 0.0 0.0 49.4 50.6 

농업 91.1 0.0 0.0 42.2 48.9 

  농업정책  행정 리 91.1 0.0 0.0 42.2 48.9 

  농업개발 0.0 0.0 0.0 0.0 0.0 

  농지개발 0.0 0.0 0.0 0.0 0.0 

  농업용수자원 0.0 0.0 0.0 0.0 0.0 

  농업 련 기자재 0.0 0.0 0.0 0.0 0.0 

  식량생산 0.0 0.0 0.0 0.0 0.0 

  경제작물/수출작물 0.0 0.0 0.0 0.0 0.0 

  축산 0.0 0.0 0.0 0.0 0.0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0 0.0 0.0 0.0 0.0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0.0 0.0 0.0 0.0 0.0 

  비정규 농업훈련 0.0 0.0 0.0 0.0 0.0 

  농업 련 교육/훈련 0.0 0.0 0.0 0.0 0.0 

  농업연구 0.0 0.0 0.0 0.0 0.0 

  농업 련 서비스 0.0 0.0 0.0 0.0 0.0 

  병충해 구제 0.0 0.0 0.0 0.0 0.0 

  농업 융 서비스 0.0 0.0 0.0 0.0 0.0 

  농업 동조합 0.0 0.0 0.0 0.0 0.0 

  축산진료 0.0 0.0 0.0 0.0 0.0 

임업 8.9 0.0 0.0 7.1 1.7 

  임업정책  행정 리 8.9 0.0 0.0 7.1 1.7 

  임업개발 0.0 0.0 0.0 0.0 0.0 

  연료용 목재/숯 0.0 0.0 0.0 0.0 0.0 

  임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임업연구 0.0 0.0 0.0 0.0 0.0 

  임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어업 0.1 0.0 0.0 0.1 0.0 

  어업정책  행정 리 0.1 0.0 0.0 0.1 0.0 

  어업개발 0.0 0.0 0.0 0.0 0.0 

  어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어업연구 0.0 0.0 0.0 0.0 0.0 

  수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2

0

0

5

계 100.0 8.0 31.3 60.6 0.0 

농업 96.4 8.0 31.3 57.1 0.0 

  농업정책  행정 리 23.5 0.0 4.6 18.9 0.0 

  농업개발 1.8 0.0 0.0 1.8 0.0 

  농지개발 2.1 0.0 0.0 2.1 0.0 

  농업용수자원 10.3 8.0 0.9 1.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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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련 기자재 0.1 0.0 0.0 0.1 0.0 

  식량생산 1.0 0.0 0.0 1.0 0.0 

  경제작물/수출작물 1.0 0.0 0.4 0.6 0.0 

  축산 0.0 0.0 0.0 0.0 0.0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0 0.0 0.0 0.0 0.0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37.8 0.0 14.5 23.4 0.0 

  비정규 농업훈련 1.5 0.0 1.5 0.1 0.0 

  농업 련 교육/훈련 4.3 0.0 3.6 0.7 0.0 

  농업연구 6.5 0.0 1.1 5.4 0.0 

  농업 련 서비스 3.1 0.0 2.8 0.2 0.0 

  병충해 구제 0.3 0.0 0.0 0.3 0.0 

  농업 융 서비스 1.9 0.0 1.9 0.0 0.0 

  농업 동조합 1.1 0.0 0.0 1.1 0.0 

  축산진료 0.0 0.0 0.0 0.0 0.0 

임업 3.2 0.0 0.1 3.1 0.0 

  임업정책  행정 리 1.2 0.0 0.1 1.1 0.0 

  임업개발 2.0 0.0 0.0 2.0 0.0 

  연료용 목재/숯 0.0 0.0 0.0 0.0 0.0 

  임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임업연구 0.0 0.0 0.0 0.0 0.0 

  임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어업 0.4 0.0 0.0 0.4 0.0 

  어업정책  행정 리 0.4 0.0 0.0 0.4 0.0 

  어업개발 0.0 0.0 0.0 0.0 0.0 

  어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어업연구 0.0 0.0 0.0 0.0 0.0 

  수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2

0

0

8

계 100.0 0.0 45.1 0.9 53.9 

농업 93.1 0.0 38.4 0.9 53.8 

  농업정책  행정 리 6.0 0.0 0.2 0.1 5.7 

  농업개발 20.3 0.0 2.3 0.0 17.9 

  농지개발 0.6 0.0 0.6 0.0 0.0 

  농업용수자원 13.2 0.0 8.0 0.0 5.3 

  농업 련 기자재 0.0 0.0 0.0 0.0 0.0 

  식량생산 17.1 0.0 17.0 0.0 0.0 

  경제작물/수출작물 0.3 0.0 0.0 0.0 0.3 

  축산 0.1 0.0 0.0 0.0 0.1 

  농지제도 개 (경지정리 등)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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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련 마약 체 소득원 

  개발
23.5 0.0 0.0 0.0 23.5 

  비정규 농업훈련 0.5 0.0 0.5 0.0 0.0 

  농업 련 교육/훈련 0.5 0.0 0.0 0.4 0.2 

  농업연구 1.0 0.0 0.2 0.3 0.5 

  농업 련 서비스 8.8 0.0 8.8 0.0 0.0 

  병충해 구제 0.6 0.0 0.6 0.0 0.0 

  농업 융 서비스 0.3 0.0 0.1 0.0 0.2 

  농업 동조합 0.2 0.0 0.0 0.0 0.2 

  축산진료 0.2 0.0 0.1 0.1 0.0 

임업 0.1 0.0 0.0 0.0 0.1 

  임업정책  행정 리 0.1 0.0 0.0 0.0 0.0 

  임업개발 0.0 0.0 0.0 0.0 0.0 

  연료용 목재/숯 0.0 0.0 0.0 0.0 0.0 

  임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임업연구 0.0 0.0 0.0 0.0 0.0 

  임산물 유통지원 0.0 0.0 0.0 0.0 0.0 

어업 6.8 0.0 6.7 0.0 0.0 

  어업정책  행정 리 0.0 0.0 0.0 0.0 0.0 

  어업개발 5.0 0.0 4.9 0.0 0.0 

  어업교육/훈련 0.0 0.0 0.0 0.0 0.0 

  어업연구 0.0 0.0 0.0 0.0 0.0 

  수산물 유통지원 1.8 0.0 1.8 0.0 0.0 

  주: 1) 미지정은 로젝트 원조와 로그램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젝트 원조의 

혼합 + 기술 력과 로그램 원조의 혼합 + 로젝트 원조, 로그램 원조, 기술

력의 혼합 형태

2) 총계행의 비 은 2005~2008년간 각 원조형태별 비 임.

3) 연도별 비 은 각 연도별 농업, 어업, 임업의 합계 비 각 세부 분야별 비 임.

자료: OECD Credit Reporting System_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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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문가 설문조사지

「OECD/DAC 가입에 따른 개발도상국 농업기술지원 략」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농 경제연구원(K R E I)에서는 

『OECD/DAC 가입에 따른 개발도상국 농업기술지원 략』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

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DAC의 회원국으로서 향후 국제사회 

농업분야 원조와 개발 력사업을 주도하는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 할 수 

있는 장기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지원 략 방향과 정책과제를 종합 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제개발 력 분야  정부 계부처, 개발 력 실시기 , 연구  

교육 담당자, 학계, NGO단체 등을 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만 개발도상국 농업기술지원 략의 방향 설정을 해 해당 분야의 문가로서 우

리나라의 농업기술 수 과 지원 략에 한 유익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사에 응답해주신 내용은 오로지 연구목 으로만 이용되며, 개

인에 한 사항은 일체 밝히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한국농 경제연구원 원장 

오세익

 주  소 : 서울시 동 문구 회기동 4-102 한국농 경제연구원 연구동 208호

 담당자 : 김경덕 연구 원, 이민수 연구원

   화 : (02)3299-4240/(02)3299-4362

 E-m ail : kdkim@krei.re.kr/ms5020@krei.re.kr

 F A X : (02) 960-0163, (02) 96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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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DAC 가입에 따른 개발도상국 농업기술지원 략」조사 ◀

1. 귀하의 연령과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1. 연령 만        세

  1-2. 성별 ① 남 ② 여 

2.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졸이하 ② 문 졸 ③ 졸 ④ 학원이상

3. 귀하가 재 근무하고 있는 기 은 다음  어디에 해당합니까? (    )

① 정부부처

② 학     

③ 연구소(정부출연  공공부문(농 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 포함)) 

④ 민간기업(소속연구소 포함)

⑤ NGO단체

⑥ 기타(구체내용 직 기술 요망):                   

4. 귀하의 재 근무 직책은 무엇입니까? (     )

① 책임자 ② 견실무자 ③ 실무자

5. 귀하의 련분야 종사 기간은 얼마입니까?

   (     )년   (    )개월

6. 귀하의 주 문분야는 다음  무엇입니까? (     )

① 식량작물 분야

② 원 작물(화훼, 채소 등) 분야

③ 과일·과수 련 분야

④ 특용작물(양잠, 버섯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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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육림  산림경

⑥ 가축육종  사양

⑦ 계배수시설, 농업토목 등 용수   수리시설 개발

⑧ 농기계  농업용 자제 련 산업

⑨ 농산물 가공기술  유통 련 산업

⑩ 새마을운동과 농   환경, 인 자원개발

⑪ 농업경제  정책

⑫ 기타(        )

7. 귀하의 문분야와 계없이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농업기술지원 분야 

 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분야는 다음  무엇입니까?

   1순 :(   )  2순 :(   ) 3순 :(   )

① 식량작물 분야

② 원 작물(화훼, 채소 등) 분야

③ 과일·과수 련 분야

④ 특용작물(양잠, 버섯 등)

⑤ 육림  산림경

⑥ 가축육종  사양

⑦ 계배수시설, 농업토목 등 용수   수리시설 개발

⑧ 농기계  농업용 자제 련 산업

⑨ 농산물 가공기술  유통 련 산업

⑩ 새마을운동과 농   환경, 인 자원개발

⑪ 농업경제  정책

⑫ 기타(         )

⑬ 기타(         )

⑭ 기타(         )

8. 개발도상국이 농업발 을 하여 어느 분야의 농업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식량작물 분야

② 원 작물(화훼, 채소 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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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일·과수 련 분야

④ 특용작물(양잠, 버섯 등)

⑤ 육림  산림경

⑥ 가축육종  사양

⑦ 계배수시설, 농업토목 등 용수   수리시설 개발

⑧ 농기계  농업용 자제 련 산업

⑨ 농산물 가공기술  유통 련 산업

⑩ 새마을운동과 농   환경, 인 자원개발

⑪ 농업경제  정책

⑫ 기타(         )

⑬ 기타(         )

⑭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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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세계

선진국수

선진국수
-평균수
의 간

세계
평균수

평균-
의 
간수

세계 
수

경종분야

품종·사양기술·

사료(축산분야)

비료

농약·방제

기계화

수확기술

선별·포장

장기술

가공기술

유 공학

농 개발  농

업정책

※ 9, 10번은 순수 기술측면만을 고려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재 우리나라 농업기술과 선진국 농업기술수 을 비교하 을 때, 우리

나라 농업기술수 이 어느 수 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크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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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① ② ③ ④ ⑤

경종분야

품종·사양기술·

사료 (축산분야)

비료

농약·방제

기계화

수확기술

선별·포장

장기술

가공기술

유 공학

농 개발  농

업정책

10. 재 우리나라 농업기술개발의 추세로 볼 때, 향후 10년 뒤 선진국(해

당 분야의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를 의미함) 비 국내기술수 은 분야

별로 어느 정도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다음을 기 으로 선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체크 √ 표시)

① 0～20% : 개발능력이 없거나 매우 취약하여 0～20% 수 에 도달할 것임

② 21～40% :
연구 인력이 고 체 으로 취약하여 21∼ 40% 수 에 도달

할 것임

③ 41～60% : 어느 정도 개발능력이 있어 41～60% 수 에 도달할 것임

④ 61～80% : 자체 으로 개발능력이 있고 61∼80% 수 에 도달할 것임

⑤ 81～100%: 개발능력이 있어 선진국과 등한 수 에 도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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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동등함
다소 
낮음

매우 
낮음

경종분야

축산분야 

(품종·사양기술·사료 등)

비료

농약·방제

기계화

수확기술

선별·포장

장기술

가공기술

유 공학

농 개발  농업정책

※ 11, 12, 13번은 기술측면과 경제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답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1. 재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기술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비용  

산업구조 등)까지 고려한 선진국 농업기술 비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수 은 어느 정도입니까?  (체크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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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매우 다소 보통
별로 
을 

두지 않음

경종분야

축산분야 

(품종·사양기술·사료 등)

비료

농약·방제

기계화

수확기술

선별·포장

장기술

가공기술

유 공학

농 개발  농업정책

12. ( 의 11번 문항과 련하여) 순수 기술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  측면

까지 고려하여 향후 10년 내 우리 농업의 극  해외진출  국제

력을 하여 어느 분야의 농업기술을 으로 육성해야 하는지를 

답하여 주십시오. (체크 √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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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1순 2순 3순

경종분야

축산분야 

(품종·사양기술·사료 등)

비료

농약·방제

기계화

수확기술

선별·포장

장기술

가공기술

유 공학

농 개발  농업정책

<보기>

① 인력양성   ② 네트워킹 구축    ③ 인 라 구축    ④ 연구비 확충

⑤ 제도 개선  ⑥ 기타(   )        ⑦ 필요 없음

13. ( 의 12번과 련하여) 농업기술을 효과 으로 육성하기 하여 필요

한 정책수단을 아래의 보기 에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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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ecd.org/dac/stats/dac/dir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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