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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지난 9월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종료에 따라 새로운 개발협력의 방향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

◦ SDGs는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 목표(Targets), 100개의 글로벌 지표 

및 국별 지표로 구성

  - SDGs의 17개 목표 중 농업부문에 해당하는 목표는 목표 1과 2로 빈곤종식과 

식량안보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개발이 주요 내용

◦ UN이 권고하고 있는 국별 모니터링은 대상 국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표 활용을 

지향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데이터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협력대상국 통계 

수집체계가 열악함을 인지하고 비공식적 데이터의 활용도 권고

◦ SDG 지표 중 농업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농업개발협력 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

  - SDG 지표는 대상국 정부 통계, 설문조사,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

◦ 우리나라 농업부문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측정은 결과중심접근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개별 사업별 측정 지표를 사용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며,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을 활용

  - 구분할 수 없는 비용과 편익의 발생으로 인해 계량화가 어렵고 사업의 특성상 

효과로 정의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비합리적 

◦ 사업 형성 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부터 출발하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충족

되어야 할 조건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변화이론 적용을 고려할 필요

  -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집중하여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식의 사업 구상 가능 

◦ 농업부문 개발협력은 사업 형성부터 평가 및 환류까지 SDG 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SDGs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 사업 형성 시 SDG 지표의 활용이 불가능한 세부 사업은 지양

◦ 우리나라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목표를 SDGs와 연계하고 SDGs 기여의 정도를 산출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UN에서 합의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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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DGs 채택과 효율적 성과 관리 필요성

◦ 지난 9월 말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New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종료에 따라 새로운 개발협력의 방향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

- SDGs는 2030년까지 지구촌의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193개 회원국 중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158개국 정상들과 프란

치스코 교황이 참석

◦ MDGs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 세계 빈곤과 기아를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라면, SDGs는 2030년까지 빈곤과 기아를 척결하는 것이 궁극

적인 목표

- SDGs는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검토 및 분석하여 향후 2030년

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 국제사회는 SDGs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 지표

(Indicators)를 제시하고 증거 및 결과중심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

구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국제사회는 원조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투입 중심 

(input-based) 관리에서 증거(evidence-based) 및 성과중심(result 

-based)의 관리로 개발협력의 전략 전환

- 우리나라도 SDGs를 통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

하고 증거 및 성과기반 접근법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 성과 관리를 도모할 필요

◦ 이 자료의 목적은 이번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SDGs 목표와 

성과 측정을 위한 SDG 지표의 검토를 통해 농업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SDGs 중 농업 ․
농촌 분야를 검토하고 관련된 SDG 지표를 선정하여 효율적 성과 관리 

방안을 제시

“SDGs 목표와 

측정지표 검토를 

통한 농업부문 

활용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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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부문 SDGs 목표 및 SDG 지표

□ SDGs 목표 및 SDG 지표 구성

◦ SDGs는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 목표(Targets) 및 

100개의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Indicators)로 구성

- SDGs의 17개 목표 중 농업부문에 해당하는 목표는 목표 1과 2로 빈곤

종식과 식량안보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개발이 주요 내용

- SDGs 최상위 목표인 목표 1 중 세부 목표 1.1.과 1.2.가 농업부문에 해당

되며 2030년까지 1.25달러/일 이하의 빈곤 퇴치와 모든 형태의 빈곤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

- 농업부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목표는 목표 2로 세부 목표 2.3., 

2.4., 2.5., 그리고 2.a. 등이 해당되며,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취약그룹인 

소농을 중심으로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증가하는 것이 세부 내용

- 특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원력 있는 농업의 전파 및 실행과 기술지도 

강화,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 투자도 주요 내용임 

그림 1.  국별, 권역별, 글로벌, 전문 분야별 모니터링을 위한 도식도 

자료: SDSN(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 100개의

성과지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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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 지표는 100개의 글로벌 지표(Global Indicators)와 국가별로 

적용 가능한 지표(National Complementary Indicators)로 구성

되어 있으며, 지속가능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발의제를 통해 종합적인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시됨

- 글로벌 지표는 단순하고 단일변수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지표, 국제

사회와의 합의가 근거가 되는 지표 등 10개의 기준(principle)을 근거로 

설정

- 국별보완지표(National Complementary Indicators)는 148개로 제시

되어있으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협력대상 국가가 합리적인 지표를 

선택하여 활용하기를 권고

◦ 국별 모니터링은 대상국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표 활용을 권고

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데이터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협력

대상국 통계 수집체계가 열악함을 인지하고 비공식적 데이터의 

활용도 권고

- 국별 모니터링은 협력 대상국의 책무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국가개발 전략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정

- 협력 대상국은 활용하고자 하는 SDG 지표의 정의와 성격, 자료 수집 

시기 및 방법, 그리고 세분화를 통해 국가개발 전략과 부합하는 방식

으로 활용하기를 권고 

◦ UN이 제시한 글로벌 모니터링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준에 의해 

수립된 지표를 활용하여 대부분 공식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시행

- 대부분의 글로벌 지표는 개별 국가에 적용될 수 있으나 어떤 국가는 

소득 수준 및 정치 ․ 경제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활용하게 될 수도 

있으며, 원조 조화성 제고를 위해 국별 모니터링을 위한 보조 수단

으로도 활용

- 권역별 모니터링은 지식공유(knowledge-sharing), 동료검토(peer re-

view), 권역 간 상호교차학습(reciprocal learning)의 활성화를 토대로 

구축될 수 있으며, 권역별 지표는 글로벌 지표나 국별 지표의 조합으로 

구성

“글로벌 지표 및 국별

보완 지표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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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분야별(thematic) 모니터링은 전문가 집단들이 기존에 사용한 

지표로 구성될 수 있으며, 농업·농촌분야는 국별 기술수준과 개발협력 

사업 시행에 대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와 

개선점에 초점을 둘 필요

- 따라서 농업 ․ 농촌분야의 지표는 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연구자들을 통해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과 그동안 

사업 유형별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해 도입된 지표들을 검토,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 

□ 농업부문 적용 가능 SDG 지표 선정

◦ SDG 지표 중 농업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농업개발협력 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

- 사업 유형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사될 수 있는 일반 현황 지표(C), 농촌

개발 관련 지표(R), 농업개발 관련 지표(A), 그리고 범분야(cross 

-cutting) 이슈 관련 지표(CU)로 분류할 수 있음

- 일반 현황 지표(C)는 동 분야 개발협력 사업이나 기타 비농업분야 사업의 

추진 시 일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분류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교육 분야의 SDG 지표인 초등교육기관 이슈는 농업 ․ 농촌 분야에 직접

적인 관련은 없으나 농촌개발 사업이나 기타 농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수혜 지역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로 분류될 수 있음

- 농촌개발과 관련된 지표(R)는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기술훈련, 

소득 증대 등과 연관된 지표로 선정할 수 있음

- 농업관련 지표(A)는 농업생산 활동, 농업기술전수 및 교육훈련, 관개 

및 유통 관련 시설 지원 등과 연관이 있는 지표로 구분할 수 있음

- 범분야(cross-cutting) 지표(CU)는 성평등(gender) 및 환경 등에 

연관이 있는 지표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업부문에 활용될 수 있는 지표를 SDGs 목표 및 세부 목표를 토대로 

선정하면 아래 <표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세부 목표에 따라 SDG 지표는 중복되어 측정할 수 있음  

“ 농업부문은 SDGs 

최상위 목표 1과 

목표 2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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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지표별 세부 내용

표 1.  농업 ․ 농촌분야 적용 가능한 SDG 지표

목표 1. 빈곤퇴치

◦ 지표 1. 소득 1.25달러/일 이하 인구비율은(MDG 지표) 하루 평균 

수입이 1.25달러 이하로 국제빈곤선 이하의 삶을 영위하는 인구

비율을 나타냄

- 본 지표는 성별, 연령, 도농별로 세분화(disaggregation)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성별로 세분화하여 측정 시 세대주의 성이 여성일 때 빈곤이 

더 심할 가능성이 큼

- 하지만 이 지표의 한계점은 빈곤선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과 빈곤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집된 자료와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측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가계소득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

◦ 지표 3. 다차원빈곤 지수는 수입에 기반하지 않는 빈곤을 측정하기 

때문에 빈곤의 결핍 정도를 포괄적으로 측정

- 유엔개발프로그램의 인간개발보고서 사무소가 고안한 다차원빈곤지수

(이하 MPI)는 3개 분야, 10개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

- 건강(유아사망, 영양), 교육(교육기간, 교육등록), 삶의 수준(식수, 

상하수도, 전기, 취사연료, 자산)에서 각 가구에 부족한 분야를 찾아내고 

그 개수로 가난의 정도를 가늠

“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이 

SDGs의

궁극적 목표 ”
“ 농업부문은 SDGs 

최상위 목표 1과 목표 

2에 해당  ”
세부 목표 1.1. 2030년까지 1일 1.25달러 이하 소득의 극빈층 빈곤 퇴치

지표 내 용 분류

1. 1일 소득 1.25달러 이하 주민 비율(MDG 지표) C/CU

3. MPI(다차원 빈곤 지수) CU

5. 

토지, 소유물,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 여성, 남성, 원주민, 지역공

동체의 주민 비율

1) 토지사용권의 문서나 명확한 증거가 제시 가능한 주민 비율

2) 권리가 인정받으며 보호받는다고 느끼는 주민 비율로 측정 가능함

C/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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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5. 여성과 남성, 원주민, 지역공동체의 토지, 재산 및 기타천

연자원에 대한 소유권은 경제발전과 빈곤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빈곤층 인구가 토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토지 및 재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토지 문서를 보유하거나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 인정받고 보호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주민의 

비율을 의미

- UN은 지표 측정 시 성별, 원주민, 지역사회별 세분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도농별, 지역별 구분도 권고

-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측정도구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개별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시행 시 관련된 

자료는 행정데이터나 가계조사를 통해 대상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겠으나 자료의 신뢰성이 낮을 수 있음

세부 목표 1.2. 2030년까지 남성, 여성, 어린이 빈곤층의 모든 형태의 빈곤을 절반으로 경감

지표 내 용 분류

2. 농촌에서 국가빈곤선 이하의 삶을 영위하는 인구 비율(MDG 지표 수정) CU

3. MPI(다차원 빈곤 지수) CU

◦ 지표 2. 도농별 국가빈곤선 이하의 삶을 영위하는 인구비율은 기존 

MDG 지표를 보완한 지표로서 평균 1일 소비(또는 수입)가 일정 

금액보다 낮은 국가의 빈곤선 이하를 의미

- 국가빈곤선을 도시와 농촌에 적용할 때 생활비용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

- 이 지표는 성별, 연령, 도농별 세분화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여성인 가정, 18세 이하 어린이가 극빈층에 많이 분포

“ 농업부문은 

빈곤퇴치와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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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지속가능 농업 발전

세부 목표 2.3.

2030년까지 토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부가가치 및 농업 외 고용 등에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을 통하여 소농(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민)의 농업생

산성과 소득 2배 증가

지표 내 용 분류

5. 

토지, 소유물,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 여성, 남성, 원주민, 지역공

동체의 주민 비율

1) 토지사용권의 문서나 명확한 증거가 제시 가능한 주민 비율

2) 권리가 인정받으며 보호받는다고 느끼는 주민 비율로 측정 가능

CU

13. 작물수확량 차이(목표치 대비 실제 생산량 비율) A/CU

14. 
농민 1,000명당 농촌지도사 수[또는 농촌지도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농민 비율] 
A/CU

15. 식량생산을 위한 질소 비료 효율성(생산량/질소비료투입량) A/CU

2.4. 곡물수확량 증가율(전년 대비) A/CU

2.5. 축산물생산성 차이(목표치 대비 실제 생산량 비율) A/CU

2.6. 식량생산을 위한 인산비료 효율성 A/CU

2.9. 건조, 저장, 가공을 위한 사용가능시설 개수 변화 A/CU

2.11. 관개시설 접근성(추후 개발 예정) A/CU

2.12. 작물보험가입 농민비율(추후 개발 예정) A/CU

◦ 지표 13. 작물수확량 차이는 주요 농산물의 수확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현재의 수확량 대비 잠재수확량과의 차이를 비교

- 이때 수자원의 지속적 사용과 기후를 고려한 적절한 관리체계가 이뤄

져야만 잠재수확량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

- 작물수확량 차이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작물별로 세분화

되거나, 마을단위에서 글로벌 수준까지 면적에 따른 세분화도 가능

◦ 지표 14. 농민 1,000명당 농촌지도사 수는 농업생산성과 소득의 

증가를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

- 농촌지도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시 농업수확량의 지속적 

증가는 불가능

- 이 지표는 FAO가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농촌전문가 수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됨

 ◦ 지표 15. 질소이용효율이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질소가 작물의 

생산성, 지속성, 환경적 영향 및 동물생산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측정 지표는 향후 개발 예정

◦ 지표 2.4. 곡물수확량 증가율은 곡물수확의 장기간 증가율을 측정

하는데 이는 미래 식량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

◦ 지표 2.5. 축산물생산성은 목표치 대비 실제 생산량의 비율로 나타

내며 기후, 질병, 수자원사용 및 사료공급 등의 조건을 고려한 주요 

축산물 생산품(우유, 달걀, 고기 등)의 차이를 나타냄

“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소득을 2배 

이상 증가시켜 

빈곤퇴치 목표 달성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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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2.6. 인산(phosphoric acid)비료 이용효율은 식량시스템의 

주요 영양공급원이고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측정될 필요가 

있으나 구체적인 측정 지표는 향후 개발 예정

◦ 지표 2.9. 건조, 저장, 가공시설의 접근성 지표는 추후 개발 예정

- 건조, 저장 시설은 미코톡신, 곤충, 또는 식량의 변질로부터 초래되는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인프라이며, 농민이 적절한 가격으로 상품 

출하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인프라

◦ 지표 2.11. 관개시설 접근성 지표는 추후 개발 예정

- 농산물 생산을 위한 관개용수 사용은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초

적인 인프라 시설로 관개시설 이용 시 생산성 증대를 측정하는 지표 

개발 필요

◦ 지표 2.12. 작물보험가입 농민비율을 통해 농업 시스템에서 태풍, 

홍수, 가뭄, 병충해로부터의 회복력을 측정 

세부 목표 2.4. 

2030년까지 생산성을 높이고 생태계시스템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변화와 홍

수, 가뭄 등 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토양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 보장 및 복원력 있는 농법의 실행 

지표 내 용 분류

6. 기후 또는 기후와 관련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CU

13. 작물 수확량 차이(잠재 수확량 대비 실제 수확량 차이) A/CU

15. 식량생산을 위한 질소 비료 효율성(생산량/질소비료투입량) A/CU

83. 산림 및 재배경작지의 연변화율(MDG 지표 수정) A/CU

85. 황폐화되거나 사막화 된 토지의 연간 변화율 A/CU

2.4. 곡물수확량 증가율(전년 대비) A/CU

2.5. 축산물생산성(목표치 대비 실제 생산량 비율) A/CU

2.6. 식량생산을 위한 인산(phosphoric acid)비료 효율성 A/CU

2.11.  관개시설 접근성(추후 개발 예정) CU

2.12. 작물보험가입 농민비율(추후 개발 예정) A/CU

2.13. 농업개발에 투자되는 민간/공공 R&D 총액(국민총소득 대비 %) CU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관련 측정 지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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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6. 기후 또는 기후와 관련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측정지

표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생명의 손실과 경제

적비용의 손실을 측정. 자연재해는 기후영향(예를 들어 태풍, 홍수, 

침수, 가뭄, 이상기후 등) 및 기후와 관련 없는 재해(예를 들어 지진, 

화산폭발, 쓰나미, 전염병 등)로 분리 가능

◦ 지표 83. 이 지표는 산림 및 경작지의 연간 변화율로 나타내며, 산림

지역 및 자연생태시스템 변화, 농지 확대 등의 여부를 측정

◦ 지표 85. 황폐화되거나 사막화된 토지의 연간 변화율 지표에서 사

막화/황폐화의 진전을 생태계 재화와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주는 

토지상태의 악화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막화/황폐화는 염류화, 부식, 

흙 영양분 손실, 사구 침식 등을 포함 

◦ 지표 2.13. 농업 및 농촌개발에 투자되는 민간/공공 R&D (국민총

소득 대비%) 지표는 농업과 농촌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민간 또는 

공공 자원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냄  

세부 목표 2.5.

2020년까지 국가 ․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화된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종자,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와 유전적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에 대한 공정한 분배 및 접근성 보장

지표 내 용 분류

14. 
농민 1,000명당 농촌지도사 수[또는 농촌지도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농민 비율]
A/CU

세부 목표 2.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농촌 인프라, 농업인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농업생산 능력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확대

지표 내 용 분류

14. 
농민 1,000명당 농촌지도사 수[또는 농촌지도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농민 비율]
A/CU

59. 농촌에서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비율 C/CU

96. 국민총소득에서 ODA와 순민간증여(NGO에 의한 공여)가 차지하는 비율 CU

2.13. 농업 및 농촌개발에 투자되는 민간/공공 R&D 총액(국민총소득 대비 %) CU

1) CU: cross cutting지표, 2) R: 농촌개발지표, 3) A: 농업지표, 4) C: 일반지표

“ 농업부문 투자 

확대의 

필요성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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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59. 도농별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비율은 인구 100명당 광대역 

가입자 수로 측정

- 광대역 가입이 글로벌 지표로 선정된 이유는 광대역 접근을 통해 경

제적 이득, 의료혜택, 시민의 정치참여 고취 등을 이룰 수 있기 때문

- 이 지표는 도농별,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측정할 수 있으나, 

한명이 두 개 이상의 광대역에 가입함으로 인해 실제 모바일 광대역 

가입 인구비율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

◦ 지표 96. 국민총소득에서 ODA와 순민간증여(NGO에 의한 공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지표

- OECD/DAC 리스트에 등록된 수원국에게 본 지표는 국민총소득 중 

ODA 비중을 나타내며 이는 MDGs와 연계  

3. 농업부문 SDG 지표 활용 방안

□ 기존 성과 측정 방법 

◦ (사업 형성) 지금까지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측정은 개별 

사업으로 측정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였으며, 사업 형성 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이나 비용효과성 분석을 활용

- 사업편익 분석 시 모든 편익이 고려되어 반영되지 못하므로 경제적 

타당성 평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분석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건설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의 비계량적 사회 편익이 

제대로 측정되지 못함

-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을 활용한 경제 타당성 분석 시에는 사업 전반에 

걸친 비용과 편익을 항목별로 상세히 구분하여 계량화하는 것이 

중요하나 구분할 수 없는 비용과 편익의 발생으로 인해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이 한계로 존재 

- 개발협력 사업은 효과로 정의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다수 존재, 비용

대비 편익과 효과를 계량화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결정하기 

매우 어렵고, 비용효과성 분석 또한 비용과 효과의 단위가 달라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어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 

“ 편익이나 효과를 

정의하기 어려워 

타당성 여부가 불명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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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관리) 기존 성과관리 방법은 투입기반접근법(input-based 

approach)으로 최근 성과기반접근법(results-based approach)

으로 전환

-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시행(implementation), 

모니터링, 평가 및 사후 관리 등에서 활용된 성과기반접근법(results 

-based approach)은 달성목표 대비 투입자원과 사업 시행 방안에 

대한 인과관계에 의해 구성되며, <그림 2>의 성과체인(results chain) 

으로 설명

- 성과체인은 개발협력 사업의 인과적 연계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들을 투입(Inputs), 활동(Activities) 산출(Outputs), 성과 

(Outcomes), 영향(Impacts)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환류(feedback)

그림 2.  성과체인(results chain)

자료: OECD(2013). ̒ ʻDevelopment Results, an Overview of Results Measurement and Managementʼʼ를 토대로 
재구성.

□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의 활용

◦ 변화이론은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단일 프로젝트(stand-along) 방

식을 지양하며 세부 프로젝트가 연계된 프로그램 형태의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사업 형성 시 기존에 활용되었던 비용편익

/ 효과분석보다 합리적인 사업 구성이 가능   

◦ 정의 및 구성요소 

- 변화이론은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부터 

출발하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세부 사업으로 

연결)들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궁극적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등 여건 변화에 초점

- 변화과정(Pathway of change), 개발협력 사업(Intervention), 목표 

달성을 위한 여건 조성(Precondition), 측정 지표 (Indicator), 궁극적 

목표(Outcome), 가정(Assumption)으로 구성<그림 3>

“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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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이론의 활용 절차 

- 첫째, 장기성과(Long-term Outcome)의 구체화 단계로 변화 이론을 

시작하기 전에 ʻ성과ʼ를 언급하고 있는 모든 개념을 명시 

- 둘째, 변화 과정(Pathway of change)의 발전 단계로 변화의 전개 과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궁극적으로 성과와 관련된 모든 전제 조건

(세부 사업)을 분류하고 구체화하여 장기목표로 일관되고 연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도구 또는 계획 

- 셋째, 성과를 측정 가능하게 하는 과정에서는 변화과정 맵이 완성된 

이후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화의 전제 조건

에서 어떤 증거를 사용하여 그 변화가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초적인 답을 제공 

- 넷째, 개발협력 사업 및 활동(Intervention)을 정의하는 단계로 사업 

참여자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성과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성과를 

구분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변화과정 맵의 성과 

내에서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전략을 결정하게 되고 예상되는 결과를 

통해 합리적 사업관리가 가능 

- 다섯째, 가정(Assumption)을 명확화해야 하며 특히, 각 전제 조건이 

변화과정의 결과 달성에 있어서 ʻ왜 중요한지ʼ와 ʻ그 전제 조건이 장기

성과를 이루는 데 충분한지ʼ에 대한 가정이 명확할 필요

그림 3.  변화과정(Pathway of change) 구성요소 및 계획  

“ 변화이론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 

사업에서 세부 

프로젝트가 포함된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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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SDG 지표 활용

◦ 성과의 정의 

그림 4.  성과의 정의

◦ 성과의 측정은 사업대상 지역(A)와 인구, 소득, 주거 환경, 소득원 

등이 유사한 지역(B)을 선정하고 동일한 기초선 조사 방식 적용

- (A)지역과 (B)지역의 모니터링은 매년 실시하며, 동일 시점에서 시행

- 모니터링된 자료는 SDGs에 대해 기여한 정도를 정량화하여 보고

- 생산과 관련된 지표는 파종기 및 수확기를 고려하여 조사 

◦ 활용지표는 SDG 지표가 최우선이며, 기타 지표는 SDG 지표와 

호환성이 있어야 함

- 연간(annual) 수집이 불가능한 지표는 2~3년 동안의 자료 수집을 통해 

변화율 또는 차이(gap)를 측정하여 추론을 통한 연간 자료 생산

 

◦ SDG 지표 활용을 통한 성과 측정 예시 

- 세부 사업 내용이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농촌인프라 조성 등으로 

구성된 농촌개발 사업을 예로 들면, 관련된 SDG 지표를 선정하고 

주민과 교육기관 교사 및 학생 등이 포함된 기술 및 교육훈련과 관련 

지표를 선정하여 성과 측정에 활용<표 2>

“성과 정의를 통해 

SDGs에 기여한 

정도를 

정량화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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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일반 현황 파악

1. 1일 소득 1.25달러 이하 주민 비율

2. 국가빈곤선 이하의 삶을 영위하는 인구 비율

5. 토지, 소유물,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진 여성, 남성, 

원주민, 지역공동체의 주민 비율

33. 여/남아 초등교육 이수율

35. 여/남아 중등교육 이수율

40. 20~24세 여성 중 기혼자 비율 또는 18세 이전에 결혼

소득증대

사업

13. 작물수확량 차이(목표치/실제 생산량 비율)

14. 농민 1,000명당 농촌 지도사 수

2.4. 곡물수확량 증가율

2.5. 축산 생산성 차이(목표치/실제 생산량 비율)

2.9. 건조, 저장, 가공시설의 접근성

2.13. 농업 및 농촌개발에 투자되는 민관 R&D 

(국민총소득 대비 %)

42. 성별로 투입되는 평균 시간(총 업무에서)

5.3. 스스로 버는 수입이 없는 여성비율

생활환경

개선사업

45. 농촌 안전관리 식수 사용 인구 비율

47. 폐수 중 안전하게 처리되는 비율

6.2. 가정에서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인구 비율

6.5. 기본식수, 상하수도 시설, 위생이 제공되는 병원, 

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수혜자 비율

50. 농촌별 현대적 취사방법 이용 인구비율(%)

농촌인프라

조성사업

16. 관개용수 단위당 수확량 변화 (추후 개발)

2.9. 건조, 저장, 가공시설 접근성 (추후 개발)

표 2.  농촌개발 사업에 적용 가능한 SDG 지표 선정(안)

◦ SDG 지표 측정은 변화율 및 변화단위로 측정하여 해당 사업이 

대상국의 SDGs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량화할 필요

◦ 특히, 일반 현황 지표의 선정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SDG 지표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

“사업의 구성부터

환류까지 SDGs

목표와 연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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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 관리를 위한 시사점

◦ 우리나라 국제농업개발협력은 사업의 구성부터 평가 및 환류까지 

SDG 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SDGs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 사업형성 시 SDG 지표의 활용이 불가능한 세부 사업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국 정부의 강력한 수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진될 경우도 

SDG 지표와 호환성이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 농업부문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시 대상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SDGs 

기여도 분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에 대한 가정(assumption)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

- 사업의 평가 및 환류는 사업의 성과 측정을 토대로 SDGs 기여 정도를 

산출하여 정량화를 통해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 단순한 투입과 성과의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논리보다는 사업의 궁

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다양한 전제 조건

(세부 사업)과 이들 세부 사업의 성패 여부를 정량화된 지표를 통해 

측정하는 변화이론 도입방안이 모색될 필요

◦ 특히,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개발협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 기관과 

KOICA가 시행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성과 관리 체계의 일관성 부족

◦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목표는 SDGs와 연계

되어야 하며, 사업 추진 시 SDG 지표를 토대로 성과 측정 및 

SDGs 기여 정도를 산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UN에서 합의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할 필요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에 적극 

동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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