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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218514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2185141


출처: 외교부 모파랑(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fakr&logNo=220725652263&categoryNo=51&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 Newsi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
(concessional)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NGO에 공여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 주목적일 것.  
- 차관일 경우,양허성이 있는(concessional)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  
-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출처:ODA Korea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2/pdf/document_01020204_01.pdf)

https://www.odakorea.go.kr/ODAPage_2012/pdf/document_01020204_01.pdf


ODA 유형

출처: ODA정보포털 (http://www.oda.go.kr/opo/od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601000S03)

http://www.oda.go.kr/opo/od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601000S03


원조유형

출처: ODA정보포털 (http://www.oda.go.kr/opo/od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602030S04)

http://www.oda.go.kr/opo/od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602030S04


신흥 공여국의 대외원조

USD million

OECD / DAC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출처: ODA정보포털 (http://www.oda.go.kr/opo/od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602030S01)

http://www.oda.go.kr/opo/od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602030S01


소득대비 ODA비율

출처: ODA정보포털 (http://www.oda.go.kr/opo/od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602030S04)

http://www.oda.go.kr/opo/od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602030S04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체계

국제개발협력법(2010)

출처: ODA정보포털 (http://www.oda.go.kr/opo/od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602010S01)

http://www.oda.go.kr/opo/od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602010S01


한국 ODA 실시체계

출처: ODA정보포털 (http://www.oda.go.kr/opo/od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603030S01)

http://www.oda.go.kr/opo/od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603030S01


원조유형별 통계
2011

출처: ODA정보포털 (http://www.oda.go.kr/opo/od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602030S04)

http://www.oda.go.kr/opo/od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602030S04


KOICA ODA사업

출처: KOICA 인포그래픽 (http://info-graphics.kr/?p=9466&ckattempt=1)

http://info-graphics.kr/?p=9466&ckattempt=1


KOICA ODA사업

출처: KOICA 인포그래픽 (http://info-graphics.kr/?p=9466&ckattempt=1)

http://info-graphics.kr/?p=9466&ckattempt=1


출처: KOICA 인포그래픽 (http://info-graphics.kr/?p=9466&ckattempt=1)

http://info-graphics.kr/?p=9466&ckattempt=1


출처: KOICA 인포그래픽 (http://info-graphics.kr/?p=9466&ckattempt=1)

http://info-graphics.kr/?p=9466&ckattempt=1


출처: NEWSIS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8/0200000000AKR20161018132600004.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8/0200000000AKR20161018132600004.HTML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heritage/mow/kormow_saemaeul.asp)

http://www.unesco.or.kr/heritage/mow/kormow_saemaeul.asp


한국 새마을운동

1970년대 80% 초가집, 20% 전기 공급 

새마을 운동을 관련된 사회적 동원 통해 정권 장악력 확대

농천의 유형기반시설의 개선 / 인프라 개선 -> 소득향상 사업 

(시멘트 무료 공급, 시설 개선 사업성과 평과, 하향식 조직 관리)

출처: 한국의 개발원조와 새마을운동 :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김경량, 2015)

마을 중심의 공동체 문화 / 50-60년대 농지개혁  

/ 농업의 근대화 - 생산력 / 농업 기술분야 정부 지원 / 농협 설립



새마을 운동 ODA사업

출처: 개도국 지역공동체개발 논의 동향과 전망 - 새마을 운동 ODA 정책과 사업 전략 형성을 위한 시사점 (KOICA, 2013) 



새마을운동 ODA 사업추진 전략형성

1. 새마을 운동의 글로벌 사업 표준 모델 형성과 현지화 작업 

2. 장기적 관점의 새마을 운동 ODA 표준화 단계 설정 및  

   현지 상황과 발전정도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 

3. 관련 지원 사업의 유기적 연계, 입체적, 맞춤형 지원 

4. 지역 주민, 특히 빈곤층의 참여를 위한 초기 수익사업 형성, 지원 

5. 사업 중복 조정 및 정보 공유를 위해 관련 기관, 부처 간 연계 및 조정 

6.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평가, 관리 작업 강화

출처: 개도국 지역공동체개발 논의 동향과 전망 - 새마을 운동 ODA 정책과 사업 전략 형성을 위한 시사점 (KOICA, 2013) 



출처: 개도국 지역공동체개발 논의 동향과 전망 - 새마을 운동 ODA 정책과 사업 전략 형성을 위한 시사점 (KOICA, 2013) 

새마을운동을 이용한 아시아 공적개발원조의 단계



새마을 운동 ODA의 주요 쟁점들

출처: 국제원조모델로서 새마을운동 ODA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태주, 2013) 



출처: 국제원조모델로서 새마을운동 ODA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태주, 2013) 

한국과 아프리카의 초기조건 비교 



외국 새마을 지도자들의 증언 (새마을운동중앙회 2009) 

“수많은 국제 NGO의 실패는 기본 가족단위의 전통체계를 도외시한 결

과이다. 현지주민의 문화이해 는 절대적인 선행요건이고 유럽방식의 개

발은 현재 아프리카가 분열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한국 새마을 운동의 

복사판이 아닌 현지인을 통한 콩고 새마을운동을 해야 한다” 

(DR콩고 새마을회장 N’Kumu Frey Lungula) 

“(현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일이 없다고 주도적으로 일

을 하지 못하고 한국 지원금 안에서만 일을 끝내려 한다. 한국 측과 군

청, 주민들의 협력이 어렵고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효율성이 떨

어졌다.” 

(탄자니아 Henry Micheal Orauya Clemens) 

출처: 국제원조모델로서 새마을운동 ODA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태주, 2013) 



새마을운동 ODA의 문제점 

1. 일방적인 물자 및 시설지원 방식과 주민들과 의사소통 문제
2. 현장사업 수행자들이 농업과 농촌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성 결여 및 체계적 
준비 미흡 

3. 서로 다른 시행기관이 유사한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중복 시행 
4. 협력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정치적 이용 가능성
5. 새마을 ODA는 한국의 경쟁적 성과주의에 의한 인프라 중심 마을 개발 방
식이어서 생계 지속성과 환경-문화다양성 고려 부족

6. 전통적인 방식의 권위적 리더십 강조 및 지역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기반 취약

출처: 국제원조모델로서 새마을운동 ODA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태주, 201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ODA 시나리오

출처: 국제원조모델로서 새마을운동 ODA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태주, 2013) 



감사합니다.

출처: ODA Watch - 44차 ODA토크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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