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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강경노선을 분명히 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일대 전
환기를 맞고 있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체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되며, 그 경우 언제든지 새로운 상황이 급속히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예상하기 어려운 북한의 상황 전개에 대비하여 대북정책의 비
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타협’이나‘급변사태’같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다
면, 대북정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대북지원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음.
- 그 경우, 인도적 지원 중심이었던 이제까지의 대북지원 정책
의 방향을 크게 전환하여 본격적인 개발지원을 장기간에 걸쳐
실시해야 할 것임.
이 보고서에서는 대북 개발지원 정책과 관련된 중요 이슈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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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서 국제규범의 적용 문제를 검토함.
-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은 국제사회의 여러 원조 공여자들과 긴
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국제사회가 일반적 개발원조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에서도 역시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경험이 주는 일반적 교훈, 그리
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정립한 국제규범을 대북 개발지원 정
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지난 반세기 동안의 개발원조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원조가 실질적인 개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는 것임.
- 따라서 원조의 실효성 문제, 즉 원조가 의도한 대로 개발 효과
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
지 않을 수 없음.
개발원조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적극성과 주도성을 발휘해야만 경제사회 개발을 달성할
수 있으며, 외부의 원조는 기껏해야 보조적인 도움만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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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이라는 것임.
- 특히, 정부와 정치를 바로잡고 정책과 제도를 개혁하려는 내
부적 노력이야말로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국제사회는 이러한 교훈을 고려할 때 개발원조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있음.
- 첫째는‘선택성’
(selectivity)으로서, 정책 및 제도 환경이 나
쁜 나라에서는 원조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 및 제
도 환경이 좋은 나라에 원조자금을 집중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는 것임.
- 둘째는‘주도성’
(ownership)으로서, 개발전략의 수립, 원조
프로그램의 집행 등 제반 과정에서 원조 수혜국이 스스로 적극
성과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임.
- 셋째는‘이행조건’
(conditionality)으로서, 수혜국과 공여자
가 함께 협의하여 수혜국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 개혁 과제를
설정하고 수혜국이 이를 이행한 다음에 원조를 공여한다는
것임.
- 넷째는‘공여자 간 협력’
(harmonization)으로서, 다양한 원
조 공여자가 합리적으로 활동을 조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불
필요한 비용과 낭비를 줄이고 원조의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자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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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는‘우선순위의 선정’
(priorities)으로서, 무엇보다 빈
곤감축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 부문별 원조자금의 배분 순
위를 결정하자는 것임.
향후 대북 개발지원을 실시하게 될 경우, 이러한 국제규범을 고
려하여 지원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에는 국제사회의 여러 공여자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국
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함.
북한 자신의 정책 및 제도 개혁 노력과 개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개발원조를 공여할 때에도 북한 자신의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국제사회는 함께 협력하여 북한과 정치적 및 정책적
대화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다섯 가지 범주의 국제규범을 대북 개발
지원에 적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첫째, 대북지원의 규모는 북한이 한국 및 국제사회와 얼마나 협
력하고 개혁과 개방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를 고려하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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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결정해야 함.
- 초기부터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시
범적인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북한의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충
분히 개혁되고 있는지 평가하여, 개혁 수준이 미흡할 때에는
지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둘째, 원조 프로젝트를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하려 하
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적극성을 발휘하여 개발전략 및 원조 프
로젝트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함.
- 북한이 스스로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국 및 국제사회가 함
께 북한과 합의하여 지원전략 및 프로젝트를 결정해야 함.
셋째, 북한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일반적 규범과 정책 개혁안
을 수용하도록 꾸준히 대화·설득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와 연계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먼저, 원조 프로젝트의 집행과 관련된 실무적 이행조건이나
핵협상의 결과로 설정될 안보 관련 이행조건을 철저히 준수하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어서, 전반적인 체제개혁 및 개방을 권고하되, 명시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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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설정할 때에는 내정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는 정치적 부
분보다는 공공부문 역량 개발과 같은 기술적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넷째,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에 국제사회의 여러 공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북정
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
화하고 이들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지·협력할 필요
가 있음.
- 또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체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
지를 구하며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해야 함.
다섯째,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는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지출 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에서도 인적
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회개발 부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광업, 제조업 등 산업부문은 민간기업에 의한 상업적 투자가
가능한 부문이므로, 개발원조의 우선순위 부문으로 설정할 필
요가 없음.
- 북한의 정책과 제도가 충분히 개선되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는
인적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회개발 부문(교육,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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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공공부문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함.
단, 남북관계 및 북한체제의 특수성이 존재하고 정치외교적·안
보적 목적도 중시해야 하므로, 국제규범을 완벽하게 준수하려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핵협상 타결 시 북한의 제도와 정책이 미흡한 부
분이 있다 하더라도, 안보적 목적의 충족을 위해 대규모 개발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급적 국제규범에 가까운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북한당국과의 정책 대화를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결론적으로, 국제 개발원조의 경험이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국제규범과 국제협력을 고려한 신중한 포용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단기적 목적보다는 북한 개발 및 개혁·
개방(또는 체제전환)이라는 장기적 목적이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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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당국이 강경노선을 분명히 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
- 북한은 지난해부터 대남 강경노선으로 선회한 데 이어, 최근
에는 로켓을 발사하고 6자회담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등 국제
사회에 대해서도 강경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 발생 이후 15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1)이 크게 축소되었음.
- 게다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의 외화수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여, 향후 북한의 경제난이 크게 심화될 가능성이 높
아 보임.
북한의 체제위기가 심각해질 경우 언제든지 새로운 상황이 급속
히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과거에도 남북관계나 북한의 대외관계가 냉각되었다가 다시금
1)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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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협상이 재개된 경험이 여러 번 있으며, 극적으로‘대타
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다른 한편, 북한에서‘급변사태’가 나타나면서 이제까지의 경
험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음.
예상하기 어려운 북한의 상황 전개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
서 대북정책의 비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경우, 인도적 지원 중심이었던 이
제까지의 대북지원 정책의 방향을 크게 전환하여 본격적인 개
발지원2)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음.
- 정부도‘비핵·개방·3000’구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정책을 펼 경우 대규모 개발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
힌 바 있음(서재진, 2008 ; 윤덕민, 2008 ; 전봉근, 2008).
- 정부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언제 조성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북한체제 및 남북관계의 장기 전망을 고려할 때
대북 개발지원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할 필수적 정책이
라 할 수 있을 것임.
2) 지원과 원조는 같은 뜻을 갖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영어에서도 aid와
assistance를 같은 뜻을 갖는 단어로 함께 사용하고 있음. 일반적으로는 원조가 더
흔히 사용되는 단어지만, 북한에 대한 경우에는‘대북지원’,‘인도적 지원’등의 용
어가 보편화되어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대북지원’또는
‘대북 개발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개발원조’라는 용어
를 사용할 것임. 또,‘개발협력’이라는 용어도‘개발지원’이나‘개발원조’와 같은
뜻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넓은 의미의 개발원조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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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북 개발지원은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장
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대북 개발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중요 이슈 중 하나로서 국제규범의
적용 문제를 다루고자 함.
- 북한도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므로 북한에 대한 개발지
원에서도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때 직면하게 되는
일반적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발원조 경험이 주는 일반적 교훈, 그리
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정립한 국제규범을 대북 개발지원 정
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북 개발지원에는 우리 정부와 민간만이 아니라 국제사
회의 여러 원조 공여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
로 국제협력을 원만히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국제규범의 적용 및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제
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수 있고, 대북 개발지원을 더욱 실
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북 개발지원의 필요성
대북 개발지원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여러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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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제원조의 가장 일반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개발도상국
의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며, 북한에 대해
서도 역시 이런 일반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 10여년 이상 한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자생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개발지원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조한범, 2005 ; 최
대석, 2006).
- 북한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려면 북한 스스로 과감한 개혁
과 개방을 실천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개발지원을 통해 한국
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을 도울 필요도 있음.
둘째, 핵협상이 타결되어 북한의 비핵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경우, 북한에 대해 대규모 개발지원을 실시해야 함.
- 지난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및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
기할 경우, 6자회담 참가국이 북한에 대규모 경제·에너지 지
원을 실시한다는 데 대해 원칙적 합의를 본 바 있음(2005년의
9. 19 공동성명, 2007년의 2. 13 합의).
- 이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의 가동정지(1단
계),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3) 및 핵 프로그램

3)‘불능화’란 핵시설의 핵심 설비를 해체하되 아직 폐기하지는 않은 상태를 가리킴.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핵시설의 복구가 가능하지만,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다는 점에서‘가동정지’(shutdown)보다는 훨씬 진전된 단계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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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2단계),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의 최종적 폐기(3단
계) 등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음.
- 6자회담 참가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미국 및 북
한·일본 간의 외교관계 수립과 대규모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을 약속하였음.
-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6자회담은 결렬 상태에 들어갔으
나, 언제든지 핵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그 경
우 지난 6자회담의 합의사항이 재협상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임.
셋째,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서 대북 개발지
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급변사태가 발생해 북한에서 대혼란이 조성될 경우 남북관계
및 한국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급변사태 발생 이전에 대북 개발지원을 진전시켜 놓으면, 북
한사회 및 남북관계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개발지원 본격화 이전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안정화를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고, 효과적
개입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개발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음.
- 국제적으로도, 급변사태가 발생해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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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국가에는 국제사회가 개입하여 인도적 지원 및 개
발지원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넷째,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은 북한의 인력개발,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북한경제의 성장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에 진
출할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상생·공영을 대북정책의 비전으로 설정
하고 있으며,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추구한다
는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음.
- 남북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에 의해 상업적 방식으
로 추진될 것이지만, 각종 인프라 등 북한의 공공부문에 대
한 개발지원을 통해 상업적 경협의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
다섯째,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대
북 개발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완전한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간 사회경제발전 수
준의 격차를 줄여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
- 통일 이전에 대규모 개발지원을 통해 북한경제의 발전을 도움
으로써 장차 발생할 통일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통일과정을 촉
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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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과 국제규범의 필요성
대북 개발지원을 실시할 경우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아울러 지원정책 수립시 국제원조의 일
반적 규범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에는 6자회담 참가국, 국제금융기구, 기타
국제기구, 기타 선진국, 국제 NGO 등 다양한 원조 공여자들이
참가할 가능성이 높음.
- 대북 개발지원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국제 원조 공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경우 북
한 개발자금의 조달이 용이해질 수 있음.
-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국제협력 추
진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야 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함.
국제협력의 추진과 대북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원
조의 일반적 규범과 관행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국제사회의 입장에서는 북한도 저소득 개발도상국 중의 하나
에 불과하며, 따라서 다른 개발도상국 원조에 적용하는 일반적
규범과 관행을 역시 북한에도 적용하려 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우리도 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관행을 충분히 존중하
면서 대북지원 정책을 수립해야만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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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낼 수 있음.
- 또한,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의
원조 경험을 총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원조를 실시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므로, 이러한 규범을 존중할 경우 북한에 대해서도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음.
- 선진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구 등 국제사회의 주요 원조 공여자
들은 개발원조와 관련한 방대한 지식과 경험, 전문인력을 보유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할 경우 대북 개발지원을 보다 용
이하게 실시할 수 있음.
하지만 개발원조의 국제규범 자체가 불완전하며, 원조정책에서
는 정치·외교적 목적도 중요하므로, 대북지원에 국제규범을 적
용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바람직한 개발원조 방안에 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논쟁이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에서 완벽
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님.
- 또한, 주요 원조 공여자들은 원조 수혜국의 사회경제 발전이
라는 당초의 목적 외에 공여국의 정치·외교적 목적도 중시하
기 때문에, 국제규범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원조정책을 실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 북한의 경우에도 정치·외교적 목적의 달성이 중요하기 때문
에, 모든 대북지원에서 국제규범의 완벽한 적용을 주장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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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임.
결론적으로, 대북 개발지원 추진시 국제협력과 국제규범을 중시
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 북한체제의 특수성, 종합적 국익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대북 개발지원의 주요 쟁점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
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들어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
대북 개발지원의 쟁점과 추진방향을 포괄적으로 다룬 국내외의
주요 연구성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 장형수·박영곤(2000)은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을 제시하고 있고, 박형중 외(2003)는 핵문제 해결 전망과 관
련한 대북 개발지원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있으며, 우리민족서
로돕기운동 편(2005)과 박형중(2007), 박형중 외(2008), 임
강택 외(2008), 이금순 외(2008) 등은 국제원조의 경험 및
교훈이 대북 개발지원에 주는 일반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음.
- 외국 연구자들의 연구로는 안충영 외 편(Ahn, Eberstadt,
and Lee eds., 2004), 스탠리 재단 편(Stanley Foundation
eds., 2005), 한국수출입은행·북한대학원대학교 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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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4)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는 대북 개발지원을 위
한 국제협력 방향, 각국 정부의 인식과 역할,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NGO의 역할, 재원조달 문제, 초기 단계의 기술적 지원
과 정책 권고 등의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음.
대북 개발지원의 주요 쟁점을 보다 세부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양자간 원조, 즉 6자회담 참가국 및 기타 선진국 정부의 대북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조명철 외(2005), 유승호(2004), 권율
외(2008)를 참고할 수 있음.
- 다자간 원조, 즉 국제금융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을 전망한 연구로는 장형수·이창재·박영곤(1998), 김성철
(2001), 윤덕룡(2005), 임을출(2007), 장형수(2008b, 2008d),
장형수 외(2008), 최춘흠 외(2008), 라이프지거(Leipziger,
1998), 리드(Reed, 2005), 뱁슨(Babson, 2006), 모로우
(Morrow, 2006) 등이 있음.
- 국제 NGO의 대북지원 활동과 관련해서는 플레이크와 슈나이
더(Flake and Snyder, 2003), 이종무 외(2008)의 연구가
있음.
- 개발원조의 재원조달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김영근(2007),
4) 한국수출입은행·북한대학원대학교 편(2005, 2006)에 발표된 주요 논문들은 윤대
규·임을출 편저(2006)에 번역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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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외(2000), 장형수(2008c) 등이 있음.
- 분야별 연구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농업개발에 관해서는
권태진·김영훈·지인배(2007), 산업개발에 관해서는 김석
진·김계환(2007), 지역개발 및 인프라개발에 관해서는 이상
준 외(2002, 2004, 2005), 에너지개발에 관해서는 김경술
(2003), 양의석(2004), 정우진(2006), 이한희(2007), 보건
의료에 관해서는 황나미(2007), 인력개발에 관해서는 강일
규·김덕기(2001), 강일규·김미란(2003) 등의 연구가 있음.
대북 개발지원에 관한 이상의 연구는 원조의 실효성 문제 및 이
를 고려한 최근의 국제규범 정립 노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
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개발원조가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성 아래, 원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규범의 정립 및 실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북 개발지원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실시할 경우 실효
성 없고 낭비적인 원조로 귀결됨으로써 대북정책 목표를 제대
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함.
-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도 개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을 대북지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
제에 대해서는 랭카스터(Lancaster, 2004), 임을출(2006),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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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출·최창용(2005, 2007), 장형수(2008a), 임강택 외(2008)
등의 선행연구가 있음.
- 또한, 이조원(2008)과 박형중(2009)은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
모델에 비추어 대북지원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향을 검토하고
있음.
- 하지만 이들 연구는 국제규범의 매우 간략한 소개에 그치고
있거나, 국제규범의 특정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제
규범의 여러 측면을 충분히 포괄적·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함.
- 또, 정부의 대북정책에 국제규범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도 너무 간략함.
이 보고서에서는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을 위 선행연구들보다 더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Ⅱ장에서는 원조의 실효성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을 검
토하고, 원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근의 국제규범 정립
노력을 살펴봄.
- 이어서 Ⅲ장에서는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을 크게 다섯 항목으
로 요약하고, 각각의 규범을 북한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함.
- Ⅳ장 결론에서는 전반적인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국제원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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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북한에 주는 교훈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끝으로, <부록>에서는 북한의 식량난 발생 이후, 한국과 국제
사회의 대북지원 실적을 총괄적으로 개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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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반세기 이상 계속
되어 왔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성과 비판이 계속 제기되
어 왔음.5)
- 개발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근대화를 도와 빈곤을 퇴치하고 경
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원조를 많이 받은 개발
도상국의 실제 경제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이에 따라 개발원조가 단순히 낭비되었다거나, 바람직한 체제
개혁을 저해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개발원조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크게 보아 개발원조가 경제성장
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개혁에 미치는 영향의 두 측면으로 나누
어 볼 수 있음.
- 이러한 논의는 2000년대 들어 국제개발원조의 관행과 규범을
5) 국제개발원조의 리더라 할 수 있는 세계은행의 반성으로는 World Bank(1998,
2002)를 참조하고, 최근 제기된 영향력 있는 비판으로는 Easterly(2003, 2006)
참조. 국제원조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로는 Riddell(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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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의 이론적 기초를 이루고 있음.

(1) 개발원조의 성장 촉진 효과
개발원조가 과연 원조 수혜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에 대한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을 발견할 수 있음(Radelet,
Clemens, and Bhavnani, 2005 ; Roodman, 2007).
첫째, 개발원조는 경제성장을 촉진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는 가설이 있음.
- 원조 수혜국의 정부가 비민주적이고 부패해 있을 경우, 개발
원조는 권력자들에 의해 낭비되고, 부패를 더욱 조장하는 역할
을 할 수 있음.
- 개발원조는 통화가치 절상을 초래해 수출산업의 발전을 저해
하거나, 상품(예컨대 농산물) 가격 하락을 야기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성장 인센티브를 저해할 수 있음.
- 개발원조는 금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민간저축을 저해하거
나 정부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정부저축을 저해할
수도 있음.
둘째, 개발원조는 평균적으로 성장에 (+)의 영향을 미치지만,
원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긍정적 영향력은 점차 줄어드는
수익체감(diminishing returns) 현상이 발생한다는 가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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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원조는 투자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고, 교육 또는 의료지
원을 통해 노동자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선진국으로부터의 지
식 및 기술이전의 통로가 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하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자본에 대한 수익체감
현상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조에 따른 수익도 체감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셋째, 개발원조는 특정한 조건 또는 환경하에서만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은 어떤 조건을 중시
하느냐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주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하나는 원조 수혜국의 특성, 특히 수혜국의 정책 및 제도가 중
요하다는 주장(Burnside and Dollar, 2000, 2004)으로서,
수혜국의 정책과 제도가 건전할 경우에만 원조가 성장을 촉진
하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임.
- 다른 하나는 원조 공여자의 원조방법에 따라 원조의 효과가 달
라질 수 있다는 주장으로서, 공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원조
관행(원조기관의 관료주의, 원조 공여자 간의 협력 부재, 타이
드 원조6) 등)이 원조의 성장 촉진 효과를 저해한다는 것임.
- 이 두 가지 주장은 상호보완적인 것으로서, 결국 개발원조의
6) 타이드 원조(tied aid)란 원조 수혜국이 원조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자
와 서비스를 해당 원조 공여국에서 조달하도록 원조조건을 구속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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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혜국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
려는 노력과 원조기관의 원조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임.
이상의 세 가지 가설 가운데서, 세 번째 가설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을 개선하려는 최근의 노력은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고
있음.

(2) 개발원조가 제도개혁에 미치는 영향
원조 수혜국의 정책과 제도가 건실해야 원조가 성장 촉진 효과
를 발휘할 수 있다면, 원조가 과연 수혜국의 정책과 제도를 바
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됨.
- 경제학계에서는 건실한 시장경제 제도와 좋은 통치체제(good
governance)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가설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Acemoglu et al., 2005).
- 또한, 개발도상국의 제반 사회제도를 근대화, 선진화하는 것
그 자체가 개발원조가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이기도 함.
따라서 개발원조의 공여자들은 원조가 수혜국의 제도개혁을 촉
진하고 효과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
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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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는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수혜국의 제도개혁과 역량강
화를 돕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정책 권고 등 소프트웨어적 측
면의 지원을 강조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개발원조가 제도개혁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주요 실증연구 결과를 보면 대체로 부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원조를 많이 받을수록 (다른 조건이 같다면) 시장지
향적 경제개혁을 채택할 가능성은 줄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남
(Heckelman and Knack, 2008).
- 또, 원조는 수혜국의 민주화에 (-)의 영향을 미쳐 정치제도를
손상시킨 것으로 나타남(Djankov, Montalvo, and ReynalQuerol, 2005).
- 이 때문에 천연자원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하는
‘천연자원의 저주’(Sachs and Warner, 2001)와 비슷한‘원
조의 저주’라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음(Harford and Klein,
2005 ; Djankov, Montalvo, and Reynal-Querol, 2005).
개발원조가 제도개혁을 촉진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저해하는 이
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제시되고 있음(Shirley,
2005 ; Brautigam and Knack, 2004 ; Harford and Klein,
2005 ; Heckelman and Knack, 2008 ; Djankov, Montalvo,
and Reynal-Quero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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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 나라의 제도는 그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규범,
신념체계,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파워 엘리트에 의해 뒷받침되
는 것으로서 쉽게 바꾸기 어려운 영속적 성격을 가짐.
- 제도의 개혁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내적인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외부적 압력에 의해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음.
둘째, 개발원조는 원조 수혜국의 통치집단과 기득권 세력이 활
용할 수 있는 자원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나쁜 정부의 수명을
연장해 주거나 개혁 의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역으로, 미국의 원조 감축이 1960년대 초에 한국과 대만의 개
혁을 촉발한 것은 개발원조와 제도개혁 간의 상충관계를 보여
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셋째, 개발원조는 원조 공여자 측의 불건전한 인센티브 때문에
수혜국의 제도개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원조 공여자들의 관료주의와 공여자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너무 커서, 수혜국 정부 본연의 임무 수행과 제
도개혁의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또, 원조기관 직원들에게는 수혜국의 전반적 제도개혁보다는
개별 프로젝트의 성사 여부가 더 중요하며, 따라서 이들은 프
로젝트 성사를 위해 가능한 한 수혜국 정부와 타협하려는 성향
을 갖게 됨.

28

하지만 개발원조가 제도 개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반드시
불가피한 것은 아님(Heckelman and Knack, 2008).
- 최근 들어 부정적 영향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원조기관이 과거에 비해 개발원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훨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임.
- 또, 개발원조의 영향력이 반드시 그 규모에 비례하는 것은 아
니며,7) 소규모 프로그램을 통한 정책 권고와 기술적 지원 등이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음.
- 특히, 세계은행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는 개혁 아이디어를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아이디
어는 개발도상국에서 점점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 제도개혁 그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 다른 지원, 예를 들
어 교육, 의료, 환경 등에 대한 지원이 간접적으로 개혁에 도
움이 될 수 있음.
- 끝으로, 원조가 제도개혁에 미치는 영향은 개발원조의 유형,
방식, 원조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7) 이 점을 고려할 때 원조총액 자료를 기준으로 한 실증연구의 결과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클레멘스 등(Clemens, Radelet, and Bhavnani, 2004)은 원
조를 목적별, 부문별, 유형별로 나누어 그 효과를 평가할 경우 원조의 실효성을 더
정확히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프로그램 원조나 산업 및 경제적 인프라스
트럭처 분야의 원조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데 비해, 교육·보
건 등 사회개발 분야는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나타내므로, 이를 서로 분리하여 효과
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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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규범의 중요성
결론적으로, 개발원조에 관한 연구는 개발원조가 긍정적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악영
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 때문에 많은 비판가들이 개발원조의 감축 또는 중단을 주
장하고 있음.
- 하지만 국제사회의 주류적 시각은 원조를 지속·강화하되, 개
발원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관행을 개선하자는 신중
한 낙관주의를 유지하고 있음.
국제사회는 최근 바람직한 원조방식에 관해 많은 부분에서 합의
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합의를 가리켜 개발원조의 국제
규범이라 부를 수 있음.
-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은 아직 형성 중인 불완전한 규범으로서,
그것의 준수가 개발원조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국제규범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개
발원조의 경험에서 얻은 유익한 교훈을 토대로 하고 있어, 이
를 준수할 경우 종전에 비해 개발원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30

(1) 개발원조의 국제규범 정립을 위한 노력8)
초기의 국제 개발원조는 무비판적인 원조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
었으며, 개발원조와 관련해 특별한 국제규범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음.
-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개발원조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
로 실시되었으며, 초기에는 인프라스트럭처 및 산업 분야에 대
한 원조가 주류를 이루었음.
- 초기의 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에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권고하는 개발이론에 기초했으며, 개발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
한 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음.
-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개발계획에 기초한 산업화 전
략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원조 프로젝트 중
에서 실패 사례가 많이 나타났음.
- 또한,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룬 경우에도 빈곤과 소득 불평
등이 계속되었고 전반적인 사회발전 및 인적자원 발전수준이
미흡했음.
이에 따라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빈곤수준
8) 국제 개발원조의 역사에 대해서는 Riddell(2007), Kanbur(2006), Tarp ed.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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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감시킨다는 전략에서 직접적으로 빈민층을 원조하는 방향
으로 원조전략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음.
- 그 결과 원조 분야의 중점은 인프라스트럭처 및 산업 분야에
서 교육·보건 등 사회개발 분야와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쪽
으로 이동하였음.
- 사회개발 및 농업개발 분야의 국제원조는 여러 가지 치명적
전염병의 효과적 퇴치, 녹색혁명의 국제적 전파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
- 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장
기적인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기존의 경제개발이론 및 개
발원조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음.
국제사회는 1980년대부터 개발원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
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한 새로
운 원조 패러다임을 적용하기 시작했음.
- 원조 패러다임의 전환은 정부 주도 성장보다는 시장지향적 경
제개혁과 민간 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개발이
론의 대두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음.
개발원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1980년대의 전략은‘정책 이행
조건’(policy conditionality)이라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으
며,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새로운 전략을 주도하였
음(Dreher, 2002 ; Easterly, 2005 ; Koeberle et al.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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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Morrissey, 2004 and 2005).
-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1980년대 초부터 기존
의 프로젝트 베이스 차관(project-based lending) 외에 정책
베이스 차관(policy-based lending)을 도입했으며, 여기에
정책 이행조건을 적용했음.
- 정책 이행조건이란 차관 공여의 조건으로서 일정 기간 내에
수혜국이 정책 개혁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그러나 정책 이행조건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
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 우선, 정책개혁은 수혜국 내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침해할 가
능성이 높아, 대다수 수혜국 정부는 정책 개혁을 실행할 의지
가 강하지 않았음.
- 또, 정책 개혁의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수혜국 정부의 정
치적·행정적 역량이 부족해서 국제금융기구가 요구한 높은 수
준의 정책 개혁을 실행하기가 어려웠음.
- 무리하고 경직적인 이행조건을 달성하려 노력한 결과, 오히려
경제관리의 건전성을 해친 경우도 있다는 비판도 있음.
IMF와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
려하여, 1990년대 말 이후 정책 이행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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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고 있음.
- 그 기본방향은 이행조건의 설정에 있어 원조 수혜국과 공여기
관 사이의 합의 과정을 중시함과 동시에, 수혜국의 정책개혁을
보다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이행조건을 간소화하는 것임.
한편, 양자간 개발원조를 담당하는 선진국 원조기관의 협의체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1980년대 말 이후 국제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음.
-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사
이에 프로젝트 심사, 기술협력, 프로그램 원조, 환경영향평가,
구매조달, 타이드 원조(tied aid), 개발원조 평가 등 개발원조
의 실행과 관련된 기술적 지침을 수립하였음(OECD DAC,
1992).
- 이어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원조 수혜국의 주도성, 원조
수혜국과 공여기관 사이의 파트너십, 공여기관 간의 협력 등
보다 일반적인 원칙을 강조하게 되었음(OECD DAC, 1996).
- 과거의 개발원조가 공여자에 의한 일방적 실행의 성격이 강했
고, 그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반성 아래, 수혜국 정부와
시민사회 및 국민들 자신의 주도성과 공여자·수혜자 간 파트
너십이 필수 요소로 간주되기에 이른 것임.
다자간 개발원조의 리더라 할 수 있는 세계은행도 1990년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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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에 기존 개발원조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원조정책으로서‘포괄적 개발 프레임워크’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를 제시하게 되었음(World Bank,
1998a, 1998b).
-‘포괄적 개발 프레임워크’는 국제금융기구들이 당시까지 강조
해 왔던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와 경제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원조 수혜국의 주도성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결합한 것으로, 지
금까지도 세계은행 원조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국제금융기구의 새로운 원조정책은 정책 이행조건을 보완하기
위해‘원조의 선택성’
(aid selectivity)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적임(World Bank, 1998a).
- 선택적 원조란 국제사회의 원조자금을 개발도상국들에 배분할
때, 원조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들에 원조를
집중하자는 개념임.
- 선택적 원조에는‘정책 기준 선택성’
(policy selectivity)과
‘빈곤 기준 선택성’
(poverty selectivity)이라는 두 가지 기
준이 있음(Dollar and Levin, 2004).
- 정책 기준 선택성이란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갖춘 나라(즉 개발
원조의 실효성이 클 것 같은 나라)에 원조를 집중하자는 개념
이고, 빈곤 기준 선택성이란 가난한 나라(지원을 해줘야 할 필
요성이 큰 나라)에 원조를 집중하자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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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제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명시적으로 전개
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1970년대에 강조된 바 있었던 빈민층
중심의 원조 정책이 다시 국제 개발원조의 중심으로 떠올랐음.
- 1990년대 말 이후 국제 개발원조의 기본 목표는 빈곤감축
(poverty reduction)으로 합의되었으며,‘빈민친화적 성장’
(pro-poor growth)을 촉진하기 위해 빈민층, 최빈국, 빈곤한
지역에 초점을 맞춘 개발원조를 실행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2)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에 대한 최근의 합의
개발원조의 실효성에 대한 많은 의문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
발원조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합의는 원조를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하자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음.
- 과거의 개발원조가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냉전 시대의
정치적 고려로 인해 왜곡된 방식으로 지원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부족했기 때
문임.
- 외부의 지원만으로 해당 국가가 경제회복을 이루고 바람직한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원조를 보다 실효
성 있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해당 국가의 내부적 변화와 개혁
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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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는 UN과 OECD 및 세계은행 등을 중
심으로 개발원조 규모의 확대와 실효성 있는 개발원조를 위한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2000년 UN 총회의‘UN 밀레니엄 선언’
(UN
Millenium Declaration)과 2002년‘몬터레이 컨센서스’
(Monterrey Consensus)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
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음(UN, 2000, 2002).
- 또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축을 위한‘밀레니엄 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
하기 위해 개발원조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기로 합의했음.
또, OECD 개발원조위원회와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특히, 2002년 로마 고위급 포럼(Rome High-Level Forum,
2002), 2005년 파리 고위급 포럼(Paris High-Level Forum,
2005)에서 국제규범의 구체화를 위한 획기적 진전이 이루어
졌음.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에 대한 최근의 합의를 대표하는 것은
2005년 파리 고위급 포럼에서 채택된‘파리 선언’
(Paris
Declaration)인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음(Paris High Level Forum, 2005).9)
9)‘파리 선언’으로 집약된 국제규범은 지난 10여 년간 OECD DAC와 세계은행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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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국의 주도성(Ownership) : 수혜국이 스스로 개발전략 및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
- 수혜국과의 일치성(Alignment) : 개발원조의 공여국 및 공여
기관들이 수혜국의 국가적 전략, 제도 및 행정절차를 충분히
존중하여 그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
- 원조 공여자 간 협력(Harmonization) : 공여국 및 공여기관
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공통의 전략을 수립·집행하고 정
보를 공유하며 적절히 역할을 분담할 것.
- 성과지향적 관리(Managing for Results) : 성과지향적으로
원조사업을 관리하고, 적절한 모니터링과 보고 및 사후평가 체
계를 확립할 것.
- 상호 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 원조 공여국 및 수혜
국 정부가 공여국 및 수혜국 시민들에게 원조자금의 사용내역
과 그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질 것.
그러나 이른바‘취약국가’
(fragile states) 또는‘파트너십 형
성이 어려운 국가’
(difficult partnership countries)의 경우,
위와 같은 원칙의 적용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취약국가’란 정부가 무능하거나 매우 억압적이고 고립주의적
꾸준히 전파해온 개발원조 지침들에 근거하고 있음. OECD DAC(2001a, 2003,
2005b), World Bank(2002a, 2005d)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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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또는 극단적인 경우 분쟁이나 전쟁 등으로 정부 시스
템이 무너져서, 국민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국가를 가리킴.
- 취약국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아프가니스탄, 동티
모르, 수단,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네팔, 타지키스탄, 콩고,
미얀마, 앙골라, 북한 등을 들 수 있음(ODI, 2005).10)
최근 국제사회는 이들‘취약국가’에 대한 개발원조를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취약국가’의 경우 개발원조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나, 이
들이야말로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
개발원조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국가들임.
- 따라서 어렵다고 원조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 지혜로운
방식을 적용해 오히려 원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임.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여러 원조국 및 원
조기관들이‘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에서 유의해야 할 기본원
칙의 확립과 모범적 관행(best practices)의 전파를 위해 노
력하고 있음.

10) 국제사회의 취약국가 선정 기준에 관해서는 이조원(2008) 참조. OECD 개발원조
위원회는 총 38개국(북한 제외)을 취약국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원조
의 모니터링 및 원조정책의 개선을 위해‘취약국가그룹’(fragile states group)이
라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음. http://oecd.org/dac/fragilestat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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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국가’에 대한 지원도 일반적 규범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여
기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음
(World Bank, 2002b, 2005a ; ODI, 2005 ; OECD DAC,
2001b, 2002, 2005a).
-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의 특수성에 충분히 유의하여,
그에 맞추어 탄력적인 전략을 적용할 것.
- 개발원조와 정치·안보 상황 사이의 연관성에 충분히 유의할 것.
- 국가체계가 살아 있으나 협력할 정치적 의지가 희박한 국가
(북한 같은 경우)의 경우에는 수혜국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
부, 기관, 기타 단체 등을 통한 다른 지원 채널을 개발할 것.
- 원조국 및 원조기관 사이의 정책 일관성, 협력, 역할 분담 등
을 강화할 것.
- 원조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신속히 행동하되, 장기적 플랜
과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입할 것.
- 자금 지원보다는 지식과 기술의 지원·전파를 우선시할 것.
- 보건의료, 교육, 인적자원 개발 등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을 우선시할 것.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범주에 초점을 맞춰 개발원조
의 국제규범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검토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
하는 방안을 살펴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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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원조 규모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 원조자금의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원조자금의 배분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임.
- 둘째는 원조 수혜국의 주도성으로서, 수혜국의 주도성을 강화
하고 원조기관과 수혜국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노력임.
- 셋째는 이행조건의 개선으로서, 국제금융기구가 부과하는 정
책 이행조건을 간소화·현실화하여 수혜국의 정책개혁을 실제
적으로 돕기 위한 노력임.
- 넷째는 원조 공여자 간 협력인데, 다양한 원조국 및 원조기관
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비용과 중복 프로젝트를
줄이고 원조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임.
- 다섯째는 원조 우선순위 부문의 선정으로서, 빈곤감축이라는
목표에 맞춰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문별 원
조자금의 배분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임.

41

(1) 국제규범 및 현황
원조 규모의 결정에 관한 국제규범은 원조총액에 관한 것과 원
조의 국가별 배분에 관한 것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원조총액의 결정 기준
원조총액에 관한 국제규범은 공여자인 선진국의 원조공여능력
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선진국 국민총소득(GNI)의 0.7%를
공여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0.7% 목표는 1970년 UN 총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채택된 이
래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2000년 UN 총회의‘밀레니엄 선
언’에서도 재확인되었음.11)
원조총액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원조수혜 필요금액에 대한 개략
11) UN(1970. 2002) 참조. 0.7% 목표의 근거와 설정 경위에 관해서는 Pearson et
al.(1969), pp. 136~152 참조. 이 보고서는 세계은행의 의뢰를 받아‘국제개발
위원회’
(통상 피어슨 위원회라고 불림)가 작성한 것으로서, 이 보고서의 권고가
1970년 UN 총회 결의안에서 수용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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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음.
- 1970년에 설정한 0.7% 목표는 개도국의 원조수혜 필요금액
에 대한 당시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음.12)
- 최근 UN에서‘밀레니엄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원
조자금을 상세하게 추정한 결과, 선진국들이 원조금액을 계속
증액하여 2015년에는 선진국 GNI의 0.54%를 공적개발원조
로 공여해야 한다고 평가하였음(UN Millenium Project,
2005).
지난 수십 년간 실제 원조총액(양자간 및 다자간 원조를 모두
포함)은 국제규범의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0.7% 목표가 설정된 1970년 이후에도 공적개발원조 총액의
선진국 GNI 대비 비중은 0.3%대에 머무르다가 1993년 이후
하락해 2000년에는 0.2%대 초반까지 떨어진 바 있음.
- 2000년 UN에서‘밀레니엄 개발목표’를 채택한 후, 주요 선
진국이 원조를 크게 증가시킨 결과, 공적개발원조의 선진국

12)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말까지의 여러 연구는 엄밀한 추정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선진국 GNI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이 개도국
으로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 공통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함. 피어슨 위원회는 그 중
0.3%는 (상업적 조건의) 공공차관 및 민간자금(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및 수
출금융 등)으로 충당 가능하므로, 나머지 0.7%는 공적개발원조가 담당해야 한다
고 결론을 내렸음. Pearson et al.(1969), pp. 136~1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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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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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atabase.
주 : 순지급액(net disbursements) 기준임.

GNI 대비 비중은 0.3% 이상으로 다시 상승했으며, 2010년
에는 0.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OECD DAC,
2008).
- 선진국마다 공적개발원조의 GNI 대비 비중에는 큰 차이가 나
는데, 유럽 국가들의 공여 비중은 대부분 평균 이상인 데 비
해, 미국과 일본의 공여 비중은 평균보다 훨씬 낮음.13)
- 미국,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은 향후 원조금액을 늘릴
예정이며, 유럽 국가들의 경우 2010년에는 대부분 GNI 대비

13) 단, 미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보다 민간부문의 개발원조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공
적개발원조와 민간개발원조를 모두 합한 전체 개발원조의 GNI 대비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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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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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atabase.
주 : 순지급액(net disbursements) 기준임.

0.5% 이상, 북유럽 등 일부 국가는 1.0% 수준을 공여할 것으
로 전망됨(OECD DAC, 2008).
-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GNI 대비 비중은 2004년 0.06%에서
2008년 0.1%로 상승했으며,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음(국무조정실, 2007 ; 외교통상부,
2008).14)

14)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 ODA 통계에 계상하
지 않고 있음. 단,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통계에 참
고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WFP, UNICEF, WHO 등 UN 산하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실적도 UN 통계에 반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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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자금의 국가별 배분 기준
원조자금을 수혜 대상인 개발도상국 국가별로 배분하는 기준에
관한 국제규범은‘원조의 선택성’
(aid selectivity)이라고 부름.
- 원조의 선택성은 세계은행이 1990년대 후반에 제창한 개념으
로, 2002년 UN 개발자금조달회의의‘몬터레이 컨센서스’에
서도 채택되어 원조자금의 배분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인정받
게 되었음(World Bank, 1998 ; Collier and Dollar, 2002 ;
UN, 2002).
- 원조의 선택성에는, 해당 국가가 가난할수록 더 많은 원조를
주자는‘빈곤 기준 선택성’
(poverty selectivity)과 해당 국
가의 정책과 제도가 건전할수록 더 많은 원조를 주자는‘정책
기준 선택성’
(policy selectivity)의 두 가지 기준이 있음.15)
- 즉, 원조자금의 국가별 배분은 수혜국의 특성을 기준으로 삼
고 있음.
실제 국제원조의 배분 관행은 이러한 규범과는 큰 거리가 있으
나,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배분 상황이 규범에 가까운 쪽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Dollar and Levin, 2006).

15) 현실적으로는 이미 개혁을 실행해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갖춘 나라는 성장 기반을 다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기준 선택성과 빈곤 기준 선택성은 서로 상
충하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음(Wan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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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기준 선택성’에 따른 배분은 배분 기준에 관한 새로운
규범이 제창되기 이전에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정책 기준 선택성’은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
- 새로운 배분 기준이 널리 공감을 얻게 됨에 따라 점차 선택성
이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특히 세계은행을 비롯
한 다자간 원조에서는 선택성이 더 뚜렷하게 적용되고 있음.
세계은행은 국제개발협회(IDA) 채널16)을 통해 공여하는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원조의 선택성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 IDA 적격국가17)에 대한 국가별 배분액은 ① 국가별 실적평가
등급(Country Performance Rating), ② 인구, ③ 1인당
GNI의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함.18)
16)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와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두
가지 채널을 통해 차관을 공여하는데, IDA는 저소득 국가에, IBRD는 중등소득
국가에 차관을 공여함. 저소득 국가에 대한 IDA 차관은 양허성 수준이 높아서 수
혜국에게 매우 유리함.
17) IDA의 양허성 차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자격은 두 개의 기준에 따라 정해짐.
하나는 1인당 GNI인데, 그 기준을 매년 갱신하고 있으며, 2009 회계연도의 경우
2007년 현재 1인당 소득 1,095달러 이하의 국가가 IDA 적격 국가임. 다른 하나의
기준은 대외 신인도로서, 신인도가 너무 낮아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공공 양허성 차관을 받을 필요가 있는 나라가 IDA 적격 국가가 됨. 즉 1인당
소득이 기준 이상인 나라도 신인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IDA 적격 국가가 될 수 있
음. 한편, 1인당 소득이 기준 이하지만 신인도가 높아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나라는 IDA 경계국가(blend countries)라고 부름.
18) 국가별 배분액 결정 산식에 대해 상세한 것은 한국은행(2005), pp. 193~197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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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서, 국가별 실적평가등급은‘정책 기준 선택성’을 의
미하며, 1인당 GNI는‘빈곤 기준 선택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국가별 실적평가등급은 ①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 등급(CPIA :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② 포트
폴리오 실적등급(Portfolio Performance Rating)의 두 가
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주로 ①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CPIA는 세계은행이 IDA 적격국가의 정책 및 제도의 질을 평
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서, 조사 결과에 따라 매겨
지는 등급(1.0~6.0)은 자금배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IDA 자금배분지수(IRAI : IDA Resource Allocation Index)
라고 부르기도 함.
- 포트폴리오 실적등급은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관리의 질을 평가한 것임.
- 아시아개발은행이 저소득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아
시아개발기금(ADF : Asian Development Fund)도 세계은
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별 자금 배분액을 결정함.

IDA(2007) 참조. 이 산식은 계속 수정되어 왔는데, 한국은행(2005)에 보고된 산
식이 2008 회계연도까지 사용되어 왔으나, IDA(2007)는 산식의 수정을 제안하고
있어, 앞으로는 IDA(2007)에서 제안한 새로운 산식이 이용될 것으로 보임. 단, 기
본적인 결정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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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국가 정책 및 제도 평가(CPIA) 세부기준>
A. 경제관리(Economic Management)
1. 거시경제관리
2. 재정정책
3. 채무정책
B. 구조정책(Structural Policies)
4. 무역
5. 금융부문
6. 사업규제환경
C. 사회통합/평등정책(Policies for Social Inclusion/Equity)
7. 남녀평등
8. 공공자원 활용의 공평성
9. 인적자원 양성
10. 사회보호 및 노동
11. 환경보호 정책 및 제도
D. 공공부문 관리 및 제도
12. 재산권 및 규칙에 기초한 통치
13. 예산 및 재정관리의 질
14. 예산수입 조달의 효율성
15. 투명성, 책무성 및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
자료 : World Bank Operations Policy and Country Services,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s: 2007 Questionnaire”,
Decemb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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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진국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한 양자간 원조에서는 원조
의 선택성이라는 국제규범 외에도, 정치적 목적을 고려한, 각국
의 서로 다른 원조정책이 원조배분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음(Alesina and Dollar, 2000 ; 박복영, 2007).
- 미국은 안보전략적 목적 때문에 중동 지역에 원조자금을 많이
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많이 고려하고 있음.
- 영국, 프랑스 등 과거에 많은 식민지를 보유했던 국가들은 자
신들의 과거 식민지에 원조자금을 많이 배분함.
- 일본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자국과 경제관계가 깊은 나라를 중
심으로 원조자금을 배분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북유럽 국가 등 기타 유럽 선진국은 비교적 국제규범에 가깝
게 원조자금을 배분함.
- 결국, 북유럽 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은 모두
순수한 개발 목적만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고려하여 원조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원조 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정치외
교적 관계가 원조 규모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최대 원조 공여국인 미국은 국제규범에 따른 원조를 강화할 목
적으로, 2004년에 새로운 원조기관인 MCC(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를 창설하기도 했으나, 이에 의한 원
조 규모는 아직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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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ID를 비롯해 미국정부의 원조를 담당하는 다른 기관들이
정치적 목적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정책 및 제도의 질이 나쁜
나라들에 원조를 주고 있다는 비판에 부응하여, 부시 행정부는
‘정책 기준 선택성’에 따라 순수 개발 목적의 원조를 집행하자
는 취지에서 별도의 원조기관인 MCC를 창설한 것임.
- MCC가 집행하는 원조자금인 MCA(Millenium Challenge
Account)는 모두 17개의 지표에 의해 원조 수혜국의 정책 및
제도의 질을 평가하여 원조 적격국가를 선정함.19)
- 그러나 MCA에 의한 원조는 미국 전체 원조의 1/10에도 미치
지 못하고 있으며, 의회는 정부가 요청한 MCA 예산을 계속
삭감해 왔음.20)
한편, 공적개발원조 중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목적이나 정
책 및 제도적 환경과 관계없이 실시하는 것이 국제규범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실제로는 인도적 지원도 얼마간 정치외교적 상황의 영
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19) 17개 지표의 전반적 내용은 세계은행의 CPIA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으
나,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 등 민주주의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
징적이며, 각 지표는 MCC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은행, IMF, WHO,
UNESCO, 프리덤하우스 등 여러 기관에서 작성한 것을 재활용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MCC의 웹사이트(http://www.mcc.gov) 참조.
20) 2007년에 MCA에 의해 공여된 원조는 약 20억 달러였으며, 같은 해 미국의 순
ODA 총액은 218억 달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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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원조 수혜 현황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1990년대 중후반
에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2000년‘밀레니엄 선언’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 최근 저소득 개도국(=세계은행 산하 IDA의 원조대상국)의
연간 1인당 공적개발원조(ODA) 수혜금액은 평균21) 30달러를
넘어섰음.
- 저소득 개도국 중에서 취약국가들은 1990년대까지는 일반 저
소득 개도국에 비해 원조를 적게 받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
는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특수 상황에 있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일반 저소
득 개도국과 취약국가는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원조를 받
고 있는 것으로 보임.22)
- 취약국가는 일반 개도국에 비해 더 빈곤하거나 분쟁 등의 상
황으로 위기에 처해 있어,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큰 나라
21) 국가별 1인당 원조수혜금액의 산술평균이 아니라, 인구 가중치를 고려해 계산한
가중평균치임.
22) <그림 Ⅲ-3>에서는 인도,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를 제외한 경우의 통계를 제시
하고 있음. 취약국가 중에서 아프가니스탄은 2001년 9.11 테러 및 전쟁 이후 미국
의 개입으로 원조를 많이 받게 되었으며, 나이지리아는 최근의 대규모 외채탕감이
원조통계에 계상되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 일반 저소득 개도국 중에서 인도
는 워낙 대규모 국가라서 1인당 원조수혜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인도를 제외하
고 평균을 계산하여 나머지 개도국의 일반적 상황을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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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일반 저소득 개도국과 취약국가의 1인당 원조수혜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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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주 : 세계은행 산하 국제개발협회(IDA)의 원조대상국, 즉 IDA 적격국가 중
에서 OECD DAC가 규정한 취약국가 38개국과 기타 40개국의 총인구
및 ODA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수치임(즉 이 수치는 각국 1인당 원조
수혜금액을 인구 가중치를 이용해 평균한 금액과 같음).

들이라 할 수 있음.
각 개도국이 얼마나 많은 원조를 받고 있는지를 1인당 원조 수
혜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국가 간에 매우 큰 차이가 나
타남을 알 수 있음.23)

23) 개도국 각국에 대한 원조자금의 배분 현황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해서는 OPM(2005),
Levin and Dollar(2005), Dollar and Levin(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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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국가에 대한 원조 규모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빈곤수준,
정책 및 제도 환경, 정치외교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
- 그 밖에도, 총인구 규모가 작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원조를 많
이 받는‘소규모 국가 편의’
(small state bias)가 존재함.
- 이는 대다수의 원조 공여자들이 외교적 목적 때문에, 일부 국
가들에만 원조를 집중하지 않고 가급적 많은 개발도상국에 분
산하여 원조를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
결국, 국제규범은 빈곤수준과 정책 및 제도환경에 따라 원조자
금을 배분할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외교적 고려와‘소
규모 국가 편의’로 인해, 국제규범이 충분히 준수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대부분의 경우, 저소득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과도하게 많은 수
준은 아니며, 상당수 국가에서는 추가로 증액할 여지가 남아 있
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원조 규모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의‘수용능력’
(absorptive
capacity)을 넘어서는 과도한 원조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는 원론적 비판이 존재함.
- 그러나 대부분의 저소득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1인당 연간 수
십 달러 수준, GNI 대비 10%대 내지 20%대에 머물고 있어,
수용능력의 한계를 가리키는‘포화점’(saturation point)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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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원조 수혜 현황(2006년)
1인당 소득
1인당 소득 정책평가
(아틀라스
지수
(PPP, 달러)
방법, 달러)

I 그룹
(정책평가
지수 3.5
이상)

Ⅱ 그룹
(정책평가
지수
3.0~3.5)

모잠비크
말리
세네갈
르완다
부르키나파소
키르기스스탄
우간다
가나
탄자니아
베닌
마다가스카르
케냐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
중앙값
잠비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라오스
마우리타니아
말라위
파푸아 뉴기니
감비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니제르
에티오피아
네팔
예멘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중앙값

310
460
760
250
440
500
300
510
350
530
280
580
700
800
820
500
630
620
240
500
760
230
740
290
490
390
270
170
320
760
450
610
470

739
1,058
1,586
738
1,130
1,813
893
1,245
995
1,263
878
1,467
2,363
2,361
2,469
1,245
1,259
1,611
630
1,980
1,890
700
1,817
1,130
1,619
1,610
629
636
999
2,264
1,155
2,192
1,435

3.52
3.68
3.67
3.63
3.69
3.60
3.88
3.93
3.94
3.58
3.58
3.65
3.85
3.62
3.81
3.67
3.40
3.23
3.09
3.08
3.28
3.39
3.14
3.08
3.17
3.34
3.30
3.39
3.42
3.25
3.43
3.00
3.27

인구
(백만명)
21
12
12
9
14
5
30
23
39
9
19
37
84
159
1,110
21
12
145
6
6
3
14
6
2
14
7
14
77
28
22
156
27
14

GNI 대비 1인당 원조
원조비율 수혜액
(%)
(달러)
26.2
14.9
9.1
23.6
14.1
11.2
16.7
9.2
14.5
8.0
13.9
4.1
3.1
1.7
0.2
11.2
14.6
11.3
25.7
12.0
6.8
21.4
5.5
14.8
7.6
8.8
11.0
14.7
5.7
1.6
1.9
0.9
9.9

77
69
68
62
61
60
52
51
46
43
39
26
22
14
1
51
122
79
63
63
62
49
45
45
37
36
29
25
19
13
8
6
41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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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소득
1인당 소득 정책평가
(아틀라스
(PPP, 달러) 지수
방법, 달러)
솔로몬 군도

690

1,839

2.78

동티모르

840

2,141

상투메 프린시페

800

1,522

아이티

430

수단
부룬디
기니비사우

인구
(백만명)

GNI 대비 1인당 원조
원조비율
수혜액
(%)
(달러)

0.5

60.3

423

2.68

1

24.7

204

2.95

0.2

17.9

139

1,224

2.86

9

13.4

62

800

1,931

2.53

38

6.0

55

100

333

2.99

8

47.7

51

190

478

2.59

2

27.9

50

(정책평가 코모로스

660

1,144

2.35

1

7.6

50

지수 3.0 콩고민주공화국

130

281

2.84

61

25.2

34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50

690

2.39

4

9.0

31

에리트리아

190

682

2.45

5

12.0

28

차드

450

1,478

2.75

10

5.5

27

기니

400

1,149

2.94

9

5.0

18

코트디부아르

880

1,650

2.45

19

1.5

13

토고

350

776

2.49

6

3.6

12

430

1,149

2.68

6

12.0

50

Ⅲ 그룹

미만)

중앙값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주 : 1) 세계은행이 저소득 국가로 분류한 나라(2006년 현재 1인당 GNI 905달러
이하) 중 데이터가 미비한 일부 나라들을 제외한 46개국의 현황임.
2) 정책평가지수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개발협회(IDA)가 융자대상 국가별 자금
배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융자대상 국가의 정책환경을 평가한 지수(IDA
resource allocation index)로서, 1~6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좋은 정책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24) 클레멘스와 라델레트(Clemens and Radelet, 2003)는 원조의 실효성에 관한 다
수의 연구를 종합하여, 추가적인 원조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포화점’
은 GNI 대비 15~45%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특히, 정책 및 제도의 수
준이 양호한 나라는 포화점이 크게 올라간다고 지적하였음. 피니와 맥길리브레이
(Feeny and McGillivray, 2009)도 비슷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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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에 대한 적용 방안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식량난 발생 이후 국제사회 및 한국으로
부터 상당한 규모의 원조를 받았음.25)
- 북한이 받은 원조 규모는 대체로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평균보
다는 다소 작았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남북관계가 악화된
2008년 이후에는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음.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음.
- 첫째, 정부의 재정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논의로서, 정부예산
의 1%를 대북지원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임.
- 둘째, 북한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한 다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발자금수요를 추정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셋째, 북한의 개혁·개방 수준과 연계하여 대북지원 규모를 결
정하자는 논의가 가능함.
이 가운데서 세 번째 논의가 개발원조의 국제규범 및 관행에 비
추어 볼 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은 보조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5)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실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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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제규범에 의하면, 공여자의 공여능력을 기준으로 한 원
조규모의 결정은 원조총액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 개별 국가에
대한 원조규모의 결정 기준은 아님.
-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재정능력은 대북지원 규모의 상한선을 생
각할 때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
- 즉,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이외의 개발도
상국에 대한 원조와 대북지원을 합하여 국민소득 또는 정부예
산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원칙하에서 개도국 원조와 대북지원을 합리적으
로 배분할 수 있음.
둘째, 개발자금수요 추정은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이지
만, 투자자금의 규모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
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오늘날에는 그다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Easterly, 2001).
- 하지만 경제성장률 대신에, 북한의 분야별 사회개발과 빈곤감
축에 관한 일정 목표를 설정하여 지원필요금액을 산정하는 것
은 분야별 지원규모를 고려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26)
셋째, 북한의 개혁·개방 수준과 연계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자
26) UN Millenium Project(2005)에서도 경제성장률 목표가 아니라,‘밀레니엄 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원조자금을 추정하고 있음. UN이 설정한 밀레니엄 개
발목표는 식량, 교육, 보건, 환경 등 빈곤감축 및 사회개발과 관련한 목표로 구성되
어 있음. Ⅲ장 5절 (1)항의 <표 Ⅲ-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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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의는 개별 국가에 대한 원조규모를 그 나라의 정책 및 제
도 환경과 정치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국제규범 및
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북한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국제규범 중 하나인‘빈곤 기준 선택성’은 북
한에 그대로 적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즉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원조를 지금보다 더 많
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함.
- 하지만 북한의 제도와 정책은 매우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원조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
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북한의 원조 수용능력이 제한적이므로 수용능력을 넘어
선 대규모 원조는 곤란하며, 북한이 정책 및 제도 개혁을 실시
해야만 수용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정책 기준 선택성’에 비추어 보면,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정책 및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연계하여 지
원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함.
- 또한, 핵문제 해결과 대외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대외정책 변
경도 북한에 대한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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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문제 해결 등 정치외교적 사안과 연계한 대북지원은 북한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당근’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
후 북한의 바람직한 개혁·개방을 돕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최근 연평균 수억 달러 수준이었던 북한에 대한 원조 총액(한
국, 중국, 국제사회 포함)은 북한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
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 장기적으로는 20억 달러 이상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국제사회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핵협상이 타결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에는 연간 1인당 50~100달러 수준(총
액은 대략 연간 12억~25억 달러)의 원조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임.
결론적으로, 대북지원의 규모 결정에 대해서는 국제규범과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는 유연한 접근방식이 필요함.
- 먼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정책 변화 여부와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대북정책에서는 정치·외교적 목적의 달성도 중요하므
로, 핵협상 타결 시에는 북한의 정책과 제도가 아직 미흡하더
라도 대규모 개발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하지만 핵협상과 직결된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북한의
개혁·개방 수준과 연계하여 그 규모를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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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임.
- 또한, 여타 선진국 정부, 국제금융기구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
회의 원조를 고려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원규모를 조정할 필요
가 있음.
- 한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므로, 여
러 원조 공여자 중 가장 큰 부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지
만, 북한 지원 규모를 국제사회의 일반적 관행에 맞춘다면, 우
리 정부의 재정능력에 비추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임.

(1) 국제규범 및 현황
원조 수혜국의 주도성은 최근 국제개발원조에서 가장 중요시되
고 있는 규범이라 할 수 있음.
- 경제사회 개발의 당사자는 원조 수혜국 자신이므로, 수혜국의
적극성과 주도성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원조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
- 과거의 국제개발원조가 공여자의 목적과 이익을 고려한 일방적
원조의 성격이 강했다는 반성에 따라, 최근 주요 원조 공여자들
은 수혜국의 주도성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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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조의 국제규범을 집약하고 있는‘파리 선언’에서는 원조
수혜국의 주도성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정리하고 있음(Paris
High-Level Forum, 2005).
- 첫째는 수혜국의‘주도성’(ownership)으로서, 수혜국이 개
발전략 수립과 개발원조 프로젝트의 조율에서 리더십을 발휘
해야 한다는 것임.
- 둘째는 수혜국과의‘일치성’(alignment)으로서, 원조 공여자
들이 수혜국의 국가적 발전전략, 제도 및 절차를 충분히 존중
하여 이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임.
원조 수혜국의 주도성과 개발전략의 수립
최근의 국제원조에서 원조 수혜국의 주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
용하는 주된 방법은 수혜국이 국가적 개발전략을 수립하도록 하
는 것임.
원조 수혜국으로 하여금 개발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관행은 세계
은행과 IMF가 1999년에 공동으로 발의하여 2000년부터 실행
에 옮긴‘빈곤감축전략 보고서’(PRSP :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에서 시작되었음.27)

27) 빈곤감축전략에 대해서는 IMF 웹사이트(http://www.imf.org/external/np/
prsp/prsp.asp), IMF and World Bank(1999), Driscoll and Evans(2004),
Hermele(2005), Thornton and Cox(2005) 참조. 세계은행은 빈곤감축전략의 작
성지침을 두 권의 가이드북으로 발간한 바 있음. Klugman ed.(2002) 참조. 북한

62

- 빈곤감축전략 보고서는 과거에 세계은행과 IMF가 주도권을
갖고 작성했던‘정책권고안’(Policy Framework Paper)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양 기구의 원조를 받으려면 수혜국
이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빈곤감축전략을 작성·제출해야 함.
- 국제금융기구의 이러한 새로운 정책에 따라, 2000년대 들어
대부분의 저소득 개발도상국이 빈곤감축전략 보고서를 작성하
게 되었으며, 아직 이를 작성할 여건이 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에는 잠정 빈곤감축전략 보고서(interim PRSP)를 작성하고
있음.
- 빈곤감축전략은 보통 3년 또는 5년 정도의 중기를 대상으로
수립되며, 각종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한 전략의 주요 요소와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출 계획을 담고 있음.28)
국제금융기구가 제창한 빈곤감축전략 수립 의무는 UN과
OECD 및 주요 선진국 정부 등 국제사회의 다른 원조 공여자들
에게도 수용되어 국제원조의 일반적 관행이 되었음.
- UN은 2000년 UN 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빈곤타파를 위한
개발전략과 관련해 빈곤감축전략을 소개한 국내의 문헌으로는 임을출·최창용
(2005) 참조.
28) 빈곤감축전략 등 최근의 개발전략은 1950~70년대에 유행했던‘경제개발 5개년계
획’과는 접근방법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과거의 경제개발계획
접근법이 정부 주도의 산업개발·투자계획이었다면, 최근의 개발전략은 민간부문의
역할을 제고하고 사회개발과 제도개혁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김석진
(2006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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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빈곤감축전략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캄보디아와 베트남 사례

캄보디아“빈곤감축을 위한 국가 전략”
(2003~2005)
1. 빈곤감축 비전
2. 참여과정
3. 빈곤의 여러 차원
- 빈곤의 여러 차원
- 빈곤의 정의
4. 우선적인 빈곤감축 대책
- 거시경제적 안정성
- 농촌 생활여건 개선
- 민간부문 발전
- 무역, 관광 개발
- 통신
- 직업훈련
- 산업개발
- 에너지 개발
- 도시개발
- 보건
- 교육
- 사법제도 개혁
- 행정 개혁
5. 공공자원 소요와 관리
- 예산수입
- 지출소요와 배분
- 예산관리 개선
6. 모니터링과 평가
7. 결론과 다음 단계

베트남“포괄적 빈곤감축 및 성장 전략”
(2005~2010)
1. 사회경제적 환경, 현재의 빈곤 상황,
성과와 도전
2. 2005~2010 기간의 사회경제 발전 및
빈곤감축의 목적과 과제
3. 급속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 감축
을 위한 환경 창출
- 법적 환경의 창출
- 거시경제적 안정성의 유지
- 사회적 환경의 조성
4. 성장 및 빈곤감축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
- 대규모 인프라의 현상태 평가
- 인프라 개발의 방향과 목적
- 인프라 개발 정책
5. 주요 부문 및 산업개발 정책
- 소득 창출 정책(농업, 산업, 도시,
인프라, 교육, 보건, 문화, 환경)
- 지역 간, 성별 격차 해소
- 사회안전망 확충
6. 성장 및 빈곤감축을 위한 자원의 동원과
배분
- 개발 투자
- 국가예산 지출
- 빈곤감축을 위한 지출
7. 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

자료 : Cambodia Government(2002), Vietnam Government(2003).
주 : 본래의 목차를 간략하게 간추려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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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개발목표’를 설정했으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개발
도상국 각국이‘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to Achieve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을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음.
- 국제사회의 주요 원조 공여자 및 수혜국 대표들이 공동으로
채택한 2005년‘파리 선언’에서도 수혜국이 주도권을 갖고
‘국가적 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을 수
립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빈곤감축전략, 밀레니엄개발전략, 국가적 개발전략은 모두 같
은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는 양자간 원조든 다자간 원
조든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려면, 수혜국이 개발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 필수적 의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새로운 국제규범은 공여자가 수혜국의 개발전략
을 기초로 원조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대부분의 저소득 개발도상국이 개발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지만,
이를 통해 원조 수혜국의 주도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보
기는 어려움(Third High-Level Forum, 2008).
- 개발전략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원조를 포
함한 각종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혜국이 실질
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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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저소득 개도국의 정부 중 다수가 행정적 역량이 부족
하고 관료들의 부패 문제가 심각해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수
준의 실질적 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취약국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실패 문제가 훨씬 더 심
각해서 수혜국의 주도성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움(Thornton
and Cox, 2005).
- 또한, 공여자의 관료적 행정 시스템도 수혜국의 주도성이 실질
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런 여러 문제점이 존속하고 있긴 하지만, 수혜국의 주도성은
과거에 비해 조금씩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
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적 노력이 경주될 것으로 보임.
- 주요 원조 공여자들은 수혜국의 개발전략 수립 및 주도성 발
휘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29)
- 또한, 수혜국이 실질적 리더십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 차원
의 노력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타 민간부문 등
29) 특히, 국제사회는 역량이 부족한 나라들의 빈곤감축전략 수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PRSP 신탁기금(PRSP Trust Fund)을 운영한 바 있음. 이 기금은 2001년에 일
본, 네덜란드, 스위스의 공여로 설립되었고, 세계은행, UN 등에 위탁되어 2005년
까지 운영되었으며,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지부티,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파키스탄, 베트남, 몽골 등 여러 나라들이 지원을 받았음. World
Bank(2003a, b) 참조. 이외에도 국제사회의 원조 공여자들은 수혜국의 제도개혁
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적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수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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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광범하게 참여하는‘민주적 주도
성’(democratic ownership)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원조 수혜국과의 일치성
원조 수혜국과의 일치성(alignment)은 원조 수혜국의 주도성
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여자와 수혜국이 함께 준수해야
할 규범임.
- 이는 기존의 공여자 주도의 일방적 원조가 수혜국의 개발역량
을 저해한다는 반성에서 나온 규범임.
- 또한, 국제금융기구들이 원조 수혜국에 부과해온 정책 이행조
건(policy conditionality) 관행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고
있음(다음 절 참조).
수혜국과의 일치성이라는 국제규범은 크게 나누어 다음 네 가지
범주로 요약할 수 있음(Paris High-Level Forum, 2005).
- 첫째, 공여자들이 수혜국의 개발전략을 존중하고, 원조계획을
이에 기초하여 수립할 것.
- 둘째, 원조를 집행할 때 수혜국의 행정 시스템(공공재정 및 조
달 시스템 등)을 최대한 이용할 것.
- 셋째, 수혜국 스스로 행정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
여자들은 이를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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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언타이드 원조(untied aid)30)를 실시할 것.
공여자들이 수혜국의 개발전략을 존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함.
- 공여자들은 수혜국이 개발전략에서 설정한 우선순위를 존중하
여 원조 분야 및 프로젝트를 결정해야 함.
- 원조자금은 수혜국의 정부예산에 포함되어 보고·집행되어
야 함.
- 공여자들은 수혜국이 원조자금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원
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여함으로써, 중장기 개발전략이 큰 지
장 없이 실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함.
수혜국의 행정 시스템을 이용하라는 것은 원조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이 수혜국의 자체적인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이는 과거의 개발원조가 주로 공여자가 주도하는 별도의 행정
체계를 이용하고 수혜국의 엘리트들을 이런 별도의 원조기구
로 흡수해 버림으로써 수혜국 정부의 개발역량을 저해하였다
는 반성에 따른 것임.

30) 언타이드 원조란 원조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의 조달처를
공여국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을 말함. 따라서 이 경우엔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조
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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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혜국의 행정 시스템과 행정 역량이 워
낙 미비해서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따라서,‘파리 선언’에서는 먼저 공여자와 수혜국이 함께 협력
하여 수혜국의 행정 시스템에 대한 진단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시스템 개혁 및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즉, 행정 시스템 개혁 및 행정 역량 강화를 진행함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수혜국 시스템을 이용하는 원조 프로젝트의 비중
을 늘림으로써 수혜국 정부의 전반적인 개발 역량을 강화하자
는 취지임.
2005년‘파리 선언’이후 원조 수혜국의 행정 시스템 이용 및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주목할 만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진전 속도는 아직 빠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Third
High-Level Forum, 2008).
- 행정 시스템 중 공공재정 관리 시스템과 조달 시스템이 핵심
적인 부분이지만, 그 밖에 통계작성, 환경영향평가, 원조관리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도 진전이 필요함.
끝으로, 언타이드 원조의 실행도 원조 프로젝트의 비용을 절감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음.
- 타이드 원조를 실시할 경우, 원조 공여국의 기업, 기관 등이 해
당 원조 프로젝트를 독점하고, 다른 나라의 보다 효율적이고 실

Ⅲ. 주요 국제규범과 북한에 대한 적용방안 69

행력 있는 기업·기관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
에, 원조 프로젝트의 비용을 높이고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됨.
- 이 때문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2001년에 저소득 개발
도상국 대상 원조는 언타이드 원조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고,
2005년‘파리 선언’에서도 같은 규범을 채택하였음.
-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OECD 개발원조위원회 소속 국가의
자금원조에서 언타이드 원조의 비중은 2002년 42.5%에서
2006년 53.0%로 상승했고, 타이드 원조의 비중은 7.3%에서
3%로 하락하여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됨(Third
High-Level Forum, 2008).
- 하지만 타이드 여부가 보고되지 않는 원조의 비중이 2006년
현재 43.9%에 달하는 등, 아직까지도 국제규범에서 권고하는
언타이드 원조가 충실하게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됨.

(2) 북한에 대한 적용방안
원조 수혜국의 주도성 및 수혜국과의 일치성에 관한 국제규범은
북한의 경우 실행하기 쉽지 않은 과제로 판단됨.
- 원조 수혜국의 주도성은 수혜국이 마음대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종전보다 자발성과 적극성을 훨씬 많이
발휘하라는 뜻으로서, 국제사회가 수혜국에 새로운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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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즉, 수혜국이 스스로 경제사회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
회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만 원조 공여자들이 수혜국의 주
도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원조를 줄
수 있다는 뜻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 실질적 주도성을 발휘하려면, 대
외개방에 관한 기존의 자세와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함.
- 개발전략 수립, 행정 시스템 평가 및 개혁 등 주요 실천과제는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그리고 투명한 공
개를 필요로 함.
- 그러나 북한은 이제까지 내부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대북
원조를 집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폐쇄적인 자세를 견지
해 왔음.
- 또한, 북한은 식량난 이후 내부 시스템이 많이 허물어져 있어,
원조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만한 행정 역량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국제규범에 따라 북한이 개발원조에서 실질적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상당 기간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
으로 하여금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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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게 이익이 됨을 납득시켜야 함.
- 또한, 북한이 원조 프로젝트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행정역
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선
행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중국, 베트남 등 우방 국가의 원조 수혜
경험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베트남은 중국보다 훨씬 나중에 미국 등 선진국과의 관
계를 정상화했고, 경제개발 과정에서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매
우 높았던 만큼, 북한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이
라 할 수 있음.
- 또한, 베트남은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을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
하여 원조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
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이제까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술지원은 여러 선진국의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활용한, 일반적 시장경제 교육이었으나
(조명철, 2001 ; Park and Jung, 2007), 앞으로는 중국, 베
트남 등 우방 국가의 실무자들로부터 행정실무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알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및 국제사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도 포괄적인 개발전략에 기초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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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경우 국제규범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북한 스스로
개발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북한이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내부 상황
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수적이며, 이를 돕기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표준적 개발전략(즉, 빈곤
감축전략)의 형식과 내용에 맞춰 개발전략을 수립하도록 독려
해야 함.
- 단,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원조 분야와 프로젝트
를 선정하기보다는, 북한이 스스로 수립한 개발전략과 여기서
설정한 우선순위를 존중하여 원조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북한이 한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스스로 적극성과 주도성을
발휘하기까지는, 대규모 개발원조보다는 시범사업 중심의 소규
모 원조와 기술지원만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
각됨.
-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원조를 실시할 경우, 원조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면서 자금이
낭비될 우려가 존재함.
- 시범사업의 실시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 및 기술지원을 꾸준
히 병행하여, 대규모 원조를 위한 여건을 확보하는 방안이 현
실적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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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규범 및 현황
정책 이행조건의 개념과 필요성
이행조건(conditionality)이란 원조 공여자가 원조 공여 시 수
혜국에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여러 조건들(conditions)을 통틀
어 가리키는 개념임.
- 모든 개발원조에는 준비와 집행, 사후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수혜국이 준수해야 할 많은 조건들이 명시적·묵시적으로 따라
붙게 마련이며, 넓은 의미의 이행조건은 이런 모든 조건을 가
리킬 수 있음.
- 하지만 국제개발원조에서 이행조건을 거론할 때에는 보통, 이
보다 훨씬 좁은 의미의 이행조건, 즉 국제금융기구의 프로그램
원조31) 또는 정책 베이스 차관(policy-based lending)에 따
라붙는‘정책 이행조건’
(policy conditionality)을 가리킴.

31) 개발원조는 특정 부문의 특정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원조
(project aid)와 국제수지 개선이나 재정수입 보충 또는 부채탕감을 위한 프로그
램 원조(programme assistance)로 대별할 수 있음. 1970년대까지의 개발원조
는 대부분 프로젝트 원조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 국제금융기구의 프로그램 원조
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 Mosley and Eeckhout(2000) 참조.
국제금융기구의 프로그램 원조는 정책 개혁과 연계되는 양허성 차관이기 때문에,
‘정책 베이스 차관’이라고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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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이행조건은 차관 공
여의 조건으로서, 수혜국이 일정 기간 내에 각종 정책 및 제도
개혁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함.
- IMF는 창설 초기부터 회원국에 제공하는 차관에 정책 이행조
건을 부과해 왔으며, 거시경제 및 국제수지 관리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세계은행은 1980년대 초부터 정책 베이스 차관 및 정책 이행
조건을 도입, 운영해 왔으며, 공공부문 개혁, 무역 자유화, 민
영화(또는 사유화) 등 구조개혁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원조기관들이 수혜국에 정
책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수혜국의 건전한 정책 및 제도 환경이
경제개발 및 원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과제라고 생각
하기 때문임.
- 1960, 70년대에 각종 개발원조 및 경제개발 프로젝트가 큰 성
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그 주요한 원인이 개발도상국의 불건전
한 정책 및 제도 환경에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1980년대 이후에는 정책 이행조건을 부과하여 정책개혁을 유
도하는 것이 원조정책의 핵심이 된 것임.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베이스 차관은 전체 개발원조에서 작은 비
중을 차지할 뿐이지만, 이에 따른 수혜국의 정책 개혁 여부는
여타 개발원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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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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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원조기관인 세계은행의 경우, 전체 차관 중 정책
베이스 차관인‘개발정책차관’(DPL : Development Policy
Lending)의 비중은 대략 1/3 또는 그 이하이며, 특히 국제개
발협회(IDA) 채널을 통한 저소득 개발도상국 대상 차관의 경
우에는 20%대에 불과함(<그림 Ⅲ-4> 참조).
- 하지만 여타의 프로젝트 원조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는 정책
베이스 차관의 공여 및 수혜국의 정책 이행조건 준수 여부와
연계하여 결정되는 것이 관례임.
- 주요 선진국 정부도 양자간 원조 정책을 결정할 때 해당 수혜국
이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이행조건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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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이행조건을 부과하기도 함.
정책 이행조건의 부과는 앞에서 살펴본 수혜국의 주도성이라는
또 다른 국제규범과 상충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적절히 운영
할 경우 오히려 주도성을 강화해주는 보완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음.
- 수혜국에 바람직한 개혁이라면 수혜국이 주도적으로 실시하면
되는 것이며, 굳이 원조 공여자가 정책 이행조건을 부과할 필
요는 없음.
- 하지만 정책 개혁은 수혜국의 여러 사회집단에 서로 다른 영
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혁으로 피해를 입는 기득권 집단이 강
하게 저항할 수 있음.
- 이럴 경우, 국제사회가 원조 공여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정책
이행조건은 수혜국의 개혁세력이 국내의 반대세력을 제어하고
바람직한 개혁을 실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수혜국 정부가 국제사회가 요구한 정책 개혁을 수용하
고 있다는 사실이 선진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여, 수혜국이 무역 및 외자유치를 진행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최근의 정책 이행조건 부과 현황
1980, 90년대의 정책 이행조건 부과 관행은 좋은 의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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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Dreher, 2002 ; Easterly, 2005 ; Heckelman and Knack,
2005).
-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는 정치적·행정적 역량이 부족해서 국제
금융기구가 부과한 높은 수준의 정책 이행조건을 제대로 이행
하지 못하였음.
- 또한, 정책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금융기구
들은 일시적으로 원조를 중단할 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
조를 재개하는 것이 보통이었음.
- 따라서 많은 수혜국 정부가 정책 이행조건을 단지 약속하는
데 그칠 뿐,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기도 하
였음.
- 이행조건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원조가 계속된 것은 국제 개
발원조가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 원조를 계속해야 한
다는 정치적 압력이 작지 않았기 때문임.
- 또한, 국제금융기구로서도 원조를 계속해야만 원조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었음.
- 정책 개혁의 미흡을 이유로 원조를 중단할 경우, 해당 국가의 빈
민층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정책 이행조건의 부과가 과연 개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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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의 정책개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강력히 제기되었음.
- 원조 수혜국, 국제 NGO, 학계 등에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이행조건이 너무 무리하고 경직적이어서 수혜국의 경제관리 및
정책개혁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하였음.
- 세계은행 자체의 연구결과에서도 개발원조가 개발도상국의 정
책개혁을 촉진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음(Heckelman
and Knack, 2005).
- 하지만 개별 이행조건들은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였다 하더라
도, 지속적인 정책개혁 권고가 개발도상국 전체에 걸쳐 바람직
한 개혁 방향을 정립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
음(Morrissey, 2002).
2000년대 들어 국제금융기구들은 이러한 반성과 비판에 기초하
여, 이행조건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
울여 왔음.
- 첫째, 정책 베이스 차관에 부과되는 이행조건의 수를 줄이고
핵심적인 정책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간소화(streamlining)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그림 Ⅲ-5> 참조).
- 둘째, 정책개혁을 실시한다는 약속에 따라 차관을 공여하던
(즉, 정책개혁 실시 전에 차관을 공여하는) 관행을, 정책개혁
실시 후에 차관을 공여하는 관행으로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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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40

IDA 개발정책 차관에 부과되는 조건의 평균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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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orld Bank(2007).
주 : condition은 구속력 있는 조건을 가리키며, benchmark는 참고지표를
가리킴.

- 셋째, 일회적인 차관 공여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쳐
장기적으로 정책 개혁을 추진토록 하는 단계적 접근(programmatic approach)을 강조하고 있음.
- 넷째, 무역 자유화, 거시경제 관리, 민영화 등 전통적 테마에
서 공공부문 개혁, 사회부문 등 새로운 테마로 정책 이행조건
의 초점을 옮기고 있음(<그림 Ⅲ-6> 및 <표 Ⅲ-3> 참조).
이러한 새로운 노력의 전형적 사례를 세계은행의 개발정책차관
에 부과되는 이행조건의 변화에서 살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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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은 이행조건의 종류를 구속력 있는‘조건’
(conditions)
과 구속력 없이 참고자료로 이용되는‘벤치마크’
(benchmarks)
로 나누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 조건의 수는 크게 줄이고
대신 벤치마크의 수를 늘렸음(<그림 Ⅲ-5> 참조).
- 최근 세계은행이 적용하는‘조건’은 대개의 경우, 수혜국이 차
관을 공여받기 전에 먼저 실시해야 하는‘사전 조치’(prior
actions)로 구성되고 있음.
- 여러 단계에 걸쳐 개발정책차관을 공여할 경우에는‘트리거’
(triggers)라고 부르는 정책개혁의 내용을 설정하는데, 이는

<그림 Ⅲ-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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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개발정책차관 이행조건의 분야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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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의 차관을 받기 위해 실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전 조치’를 가리킴.

<표 Ⅲ-3>

세계은행 개발정책차관의 이행조건 개요 : 베트남 사례
단위 : 개

범주

구조조정
차관 1
(1994)

부채 탕감
(1998)

빈곤감축
빈곤감축
지원차관 1 지원차관 2
(2001)
(2003)

외환제도

1

중앙은행 개혁

1

무역제도

4

11

가격 및 마케팅

1

1

공기업 : 개혁/구조조정/사유화

7

13

재정 : 조세개혁

4

재정 : 정부지출 개혁

5

5

2

재정 : 재정 시스템

1

재정 : 부채관리

2

재정 : 기타

1

행정 개혁

1

사회안전망
금융부문

1

1

2

3

4

6

17

5

농업 : 제도구축, 법·규제체계
투명성

3

2
5

7

빈곤감축전략 개발 및 시행

7
3

기타

5

3

1

2

합계

45

3

56

33

자료 : IMF IEO(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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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나중에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트리거의 내용을 적절히 수
정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차관 공여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부
과하게 됨.
세계은행은 정책 이행조건의 사용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2005년에‘모범실행원칙’(GPP : good practice principle)이
라는 이름으로 정립하였음.
- 세계은행의 모범실행원칙은 최근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을 고려
하여, 이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정책 이행조건을 부과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32)
최근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을 대표하는‘파리 선언’에서도 정책
이행조건이 수혜국의 주도성과 조화롭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
- 파리 선언에 의하면, 이행조건의 내용은 수혜국의 국가적 개
발전략 및 이 전략의 집행 상황에 대한 연례 평가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함.
32)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이행조건의 부과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비
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이행조건 간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조건을 묶어 하나의 조건으로 간주하거나 참고지표인 벤치마크를 증가시킨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이행조건이 간소화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음. 또한, 여
전히 민감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분야의 개혁 과제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함
으로써, 수혜국의 주도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임. EURODAD(2006,
2007) 참조.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책 이행조건의 부과 관행이 1990년대
에 비해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정책 이행조건의 준
수율도 계속 개선되고 있음. World Bank(2005c,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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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세계은행의 정책 이행조건 관련‘모범실행원칙’(GPP)

1. 주도성(ownership)

수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라

2. 조화(harmonization)

수혜국 정부 및 여타 공여자들과 정책개혁 평가를 위한
공동의 프레임워크에 합의하라

3. 맞춤(customization)

평가 프레임워크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해당 수혜국의 특
수한 사정에 맞게 설계하라

4. 중요성(criticality)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들만을 조건으로 설정
하라

5.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개혁성과 평가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향후의 원조를 예측
가능하게 실시하라

자료 : World Bank(2005c, 2007).

- 국가적 개발전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책 개혁을 이행조건
으로 설정하려면, 그 이유가 투명하게 해명되어야 하며, 다른
원조 공여자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취약국가에 대한 정책 이행조건의 부과
저소득 개발도상국 중 정책 및 제도 환경이 가장 부실한 취약국
가(fragile states)의 경우에는 정책 이행조건을 실효성 있게
부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움.
- 취약국가들은 정부의 개혁 의지와 행정 역량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구에서 권고하는 정책 개혁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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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국제금융기구들은 취약국가들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원조를 실시하며, 프로그램 원조(세계은행의 개발정책
차관이 대표적)는 더욱 신중하게 실시함.
- 세계은행은 총 29개국을 취약국가33)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1995~2005년 사이에 1회 이상 개발정책차관을 받은 국가
는 20개국이며, 3회 이상 받은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함(<표
Ⅲ-5> 참조).
- 같은 기간 중, 저소득 개발도상국 대상 차관인 IDA 개발정책
차관 중에서 취약국가 대상 차관은 숫자 기준으로는 약 24%,
금액 기준으로는 15%에 불과했음.
세계은행은 2005년에 취약국가들에 대한 개발정책차관 실시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정립하였음(World Bank, 2005a).
- 세계은행은 취약국가들을 ①‘위기 지속 국가’, ②‘통치체제
악화 국가’, ③‘점진적 개혁 국가’, ④‘정치적 이행 국가’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③과 ④의 경우에만 개발정책차
관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취약국가에 대한 개발정책차관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따라 실
시되어야 함.

33) 세계은행은 취약국가에 대하여‘곤경에 처해 있는 저소득 국가’(LICUS : Low
Income Countries Under Stress)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지만, 취약국가(fragile
states)라는 용어를 함께 쓰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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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세계은행의 취약국가 대상 개발정책차관 공여 실적(1995~2005)
단위 : 건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아프가니스탄

1

부룬디

1

캄보디아

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1

콩고민주공화국

2

그루지야

1

1

1

기니

1

1

1

1
1

1

1

2

1
1

6

2

1

1

6

1

3

1

1

코소보

1

라오스

1

니제르

1

1
1

1

1

상투메 프린시페

2

1

1

1

1

시에라리온

1

솔로몬제도
1

1

1

1

1

1

1

4
1

1
1
3

7

자료 : World Bank(2005f).

1
1

서안 및 가자지구
합계

4
1

동티모르
토고

6
1

1

타지키스탄

6
2

1

기니비사우

1

2

1
1

합계

1

1

코트디부아르

95~05

3

5

6

4

3

7

4

4

1
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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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세계은행의 취약국가 유형 분류
특징

위기 지속 국가
(prolonged crisis)

국제사회와 정상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
통치 및 정책 환경은 매우 취약함.
정권은 권위주의적이며 정치적 상황은 불안정함.

통치체제 악화 국가
(deteriorating governance)

정치불안 속에서 통치 및 정책 환경이 눈에 띄게 악
화되고 있음.
점점 더 권위주의적인 환경 속에서 안보 상황도 악
화되고 있음.

점진적 개혁 국가
(gradual reformers)

통치 및 정책 환경은 취약하며, 개혁의 진전은 제한
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국제사회가 개입하고 있으나, 정부는 원조 공여자들
의 조율된 개입을 장려하지 않음.

정치적 이행 국가
(political transitions)

정권 교체로 정책 방향이 변경되어 개혁 전망이 크
게 밝아졌음.
정부는 국제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정책 대화
를 개시함.
그러나 정치적 이행은 아직 불안정하며 상황이 반전
될 가능성이 남아 있음.

자료 : World Bank(2005a), p. 4(간략하게 요약한 것임).
주 : 특정 국가의 상황은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할 수 있음.

- 개발정책차관을 공여하기 전에 수혜국 정부가 빈곤감축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과도
기적 성과 점검표’(transitional results matrix)34)를 적극
34)‘과도기적 성과 점검표’란 취약국가의 성공적인 재건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
치들의 우선순위를 정리한 문서로서, 해당 취약국가의 카운터파트(natinal
counterparts)와 UN, 세계은행, 기타 국제금융기구 및 양자간 원조기관이 공동
으로 작성함. UNDG and World Bank(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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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 취약국가 대상 개발정책차관은 일반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경우
보다 더 범위가 넓고 더 많은 수의 조치들을 포함하는‘우산 프
로그램’(umbrella program)의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정치적 이행 국가의 경우에는 1회의 단발성 차관이 아니라 여
러 차례에 걸쳐 차관을 공여하는 단계적 접근이 더 적합함.
- 개발정책차관과 각 부문별 프로젝트 차관을 적절하게 결합하
여 개발전략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세계은행은 취약국가에 대한 정책 이행조건은 다음과 같은 원칙
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음.
- 구속력을 갖는 조건은‘완료된 사전 조치’(completed prior
actions)로 구성되어야 함(즉, 사전조치가 완료된 후에 차관
을 공여함).
- 조건은 가장 긴요한 조치에 초점을 맞춰 설정되어야 하며, 기
술적으로 가능한 조치들로 구성되어야 함.
- 해당 국가의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준의
조건을 부과해야 함.
- 정책 이행조건 문제로 차관이 중단되는 등의 상황을 가급적
억제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발정책차관의 수혜규모를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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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국 정부가 이행조건의 선택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
며, 수혜국 내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세계은행의 정책 이행조건을 테마별로 분류할 때, 최근으로 올
수록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된 조건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데,
취약국가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짐.

<표 Ⅲ-7>

세계은행의 취약국가 대상 정책 이행조건 부과 실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0~05
평균

차관의 수

4

3

7

4

3

3

4

조건의 수

80

65

117

54

33

51

67

13.8

1.5

4.3

7.4 21.2

3.9

5.4

8.8

6.2

6.0

7.4

0.0

3.9

5.4

사회부문

26.3

7.7

8.5 14.8

3.0

3.9

10.7

금융 및 사유부문 발전

21.3 29.2 26.5 16.7 24.2

3.9

20.3

공공부문 통치체제 및 법치

30.0 55.4 54.7 53.7 51.5 84.3

54.9

테마별 비중(%)
무역 및 경제관리
환경, 농촌 및 도시개발

벤치마크의 수

73

53

72

56

64

0.0

6.9

1.8

2.2

0.0 12.5

8.7

테마별 비중(%)
무역 및 경제관리

-

-

0.0

환경, 농촌 및 도시개발

-

-

5.5 17.0

사회부문

-

- 11.0

금융 및 사유부문 발전

-

- 12.3 15.1

공공부문 통치체제 및 법치

-

자료 : World Bank(2005f).

9.4 11.1

3.6

8.8

8.9

11.5

- 71.2 58.5 72.2 73.2

68.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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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취약국가에 대한 정책 이행조건은 공공부문 통치체제
(public sector governance)와 관련된 조건에 집중되어 있
으며, 그 대부분은 공공지출, 재정관리, 조달, 행정 개혁 등과
관련된 내용임.
- 이는 취약국가에는 자유화, 민영화 같은 전통적 정책개혁보다
는 해당 국가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개혁을 주로 권고
한다는 것을 의미함.

(2) 북한에 대한 적용방안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와 정상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고립주
의적 취약국가로서, 국제금융기구가 주도하는 정책 이행조건을
부과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이제까지 북한에 대한 원조는 대부분 인도적 지원이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위한 모니터링 등 최소한의 이행조건만을 북
한에 요구해 왔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음.35)

35) 북한은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모니터링 조건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으
며,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 NGO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였
음.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한 모니터링 활동은 더욱 미약하였음.
Haggard and Noland(2007) 참조. 한편, 과거,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정지하는 대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가 북한에 대한 중유
및 경수로 건설 지원을 행한 바 있었는데, 이 때 핵시설 가동정지도 넓은 의미에서
는 일종의 이행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음.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02년에 제네바 합
의가 깨짐에 따라 2006년에 KEDO의 활동은 완전 정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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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의 정책 이행조
건을 수용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대규모 개발원조의 실시
는 곤란함.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언젠가는 국제사회와 정상적 관계를
맺고 정책 이행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
근을 통해 북한의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에 따른
조건과 절차를 수용하도록 꾸준히 설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단 상태인 우리 정부의 식량지원을 재개하게 될 경우,
과거에 비해 모니터링 활동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국제기구 등을 통한 우회적 지원을 실시하여 국제
규범 준수를 강력히 유도해야 할 것임.
핵협상이 진전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등 상황 변화가 발생하
여 대북지원을 확대하게 될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이행조건을
북측이 준수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 6자회담 등 핵협상에서 요구하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 및 폐기
등의 조건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행조건의 하나라 할 수 있음.
- 북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협조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개
발지원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도 우리 정부에서 시범적 차원
에서 개발지원을 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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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경우에도 개발 프로젝트의 집행과 관련된 최소한의
실무적 이행조건들을 부과하여 대북지원이 실질적인 개발 효
과를 가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남북관계에서 그러한 실무적 이행조건들로는 개발 프로젝트
관련 3통(통행, 통신, 통관)의 완전한 보장, 남측 프로젝트 실
무자의 북한 상주 허용, 사전 타당성 조사,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의 실시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북한이 비핵화 및 개방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대외관계를
정상화할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이행조건을 수용하고
대규모 개발원조를 받도록 권고해야 할 것임.
-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개발원조를 받으려면, 단지 국
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국제금융기구
가 권고하는 정책 이행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함.
- 일본 등으로부터의 양자간 원조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
성도 없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원조 규모는 북한이 국제사회
와 얼마나 협력하며 국제규범을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북한이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이행조건을 수용하
여 정책 베이스 차관을 받게 되면, 각종 프로젝트 원조 및 각
국 정부의 양자간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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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행조건에 관한 최근의 국제규범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
한 정책 이행조건의 부과가 반드시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님.
- 과거의 정책 이행조건이 공기업 민영화, 무역 자유화 등 내정
간섭 논란이 있는 부문에 초점을 맞췄던 데 비해, 최근의 정책
이행조건은 공공부문 역량개발과 같은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취약국가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짐.
-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의 정책 이행조건에 대해 북한이 큰 우려
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북한이 그러한 이행조건을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1) 국제규범 및 현황
공여자 간 협력의 필요성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원조 공여자 간 협력36)이 개발원조의 실효

36) 원조 공여자 간 협력에 관한 최근의 국제규범은 보통 ‘원조의 조화’(aid
harmonization)라고 불리고 있으나,‘공여자 간 협력’(donor cooperation)이나
‘원조 조정’(aid coordination) 등의 용어도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함께 사
용되고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공여자 간 협력’이라는 용
어를 사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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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
고 있음.
- 이제까지 살펴본 여러 국제규범이 수혜국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공여자 간 협력은 공여국 및 공여기
관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국제 개발원조에는 주요 선진국 정부의 원조기관, 국제금융기
구, UN 산하 기구, 국제 NGO, 민간 재단 등 다수의 공여자가
참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각각의 원조 수혜국이 십여 개 내지
수십 개의 공여기관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임.
- 이런 다수의 공여자들이 공통의 목적과 원칙 아래 적절한 협
력과 분업을 실시함으로써 원조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 공
여자 간 협력에 관한 국제규범의 취지임.
공여자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들 때
문에 개발원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음(Bigsten, 2006).
- 첫째, 각각의 수혜국에 많은 공여자들이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공여자들은 원조의 성과에 대한 책임성(responsibility)
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결여하는 경향이 나타남.
- 둘째, 공여자들 간 협력과 정보 공유, 원조 조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떤 부문에는 과잉중복 투자가 이루어지는 대신 다른
부문에는 원조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진다든가, 원조가 너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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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의 프로젝트로 분산되어 개발 효과가 감소하는 등 원조자
금 사용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셋째, 수혜국 정부가 다수의 공여자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과
도한 행정부담(너무 많은 수의 분산된 프로젝트의 관리, 공여
자들이 파견한 사절단의 응대,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을 지게 됨
으로써, 정부 본연의 임무 수행 및 행정역량 강화가 어렵게 됨.
- 넷째, 각각의 수혜국에 다수의 대안적 공여자가 존재하기 때
문에, 수혜국 정부가 국제금융기구 등이 강조하는 (정책) 이행
조건의 실행(정책 및 제도개혁)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는 공여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음(Mizrahi,
2000 ; 장형수·박영곤, 2000).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 산하기구 같은 다자간 개발기
구의 설립은 선진권 전체를 대표하는 효율적 원조 공여자를 만
들기 위한 것으로서, 공여자 간 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도
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다자간 개발기구의 설립 이후에도 모든 선진국 정부가
정치외교적 목적을 위해 양자간 원조기관을 계속 운영하였으
며, 나중에는 국제 NGO나 민간 재단 등 원조 공여자들의 수
가 계속 늘어나게 되어, 공여자 간 협력 문제가 계속 이슈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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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차원에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선진국
정부의 양자간 원조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
며, OECD DAC와 주요 다자간 기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포
럼(high-level forum)이 개발원조에 관한 국제적 협력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되고 있음.
- 개별 수혜국에 대한 원조와 관련해서는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과 UNDP가 주도하는 원탁회
의(round tables)가 가장 중요한 원조 조정 메커니즘으로 이
용되어 왔음.
- 협의그룹과 원탁회의는 통상 1년이나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회의로서, 수혜국 정부기관과 각종 양자간 및 다자간 원조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원조자금의 조달 및 사
용에 관한 각종 이슈를 토론하고 결정하였음.
- 원탁회의는 대체로 최소국 및 최빈국(the smallest and
least developed)을 대상으로 했고, 협의그룹은 그 외의 일반
적인 저소득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37)
공여자 간 협력을 위한 최근의 국제규범
국제사회는 원조 공여자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근에
이에 관한 국제규범을 새롭게 정립하였음.
37) 북한에 대해서도 UNDP가 개최한 원탁회의가 1998년과 2000년에 개최된 바 있
음. 장형수·박영곤(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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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에 열린 로마 고위급 포럼(Rome High-Level Forum,
2003)에서 공여자 간 협력(harmonization)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정립했고, 이어서 2005년에 열린 파리 고위급 포럼
(Paris High-Level Forum, 2005)에서는 이를 더욱 확장하
여 원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일반적 국제규범을 확립했음.
파리 고위급 포럼에서 채택된‘파리 선언’에서는 공여자 간 협
력에 관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천명하였음(Paris
High-Level Forum, 2005).
- 첫째, 원조 공여자들은 공통의 원조 계획을 실행하고 원조 절
차를 간소화할 것.
- 둘째, 원조 공여자들이 각자의 비교우위에 따라 유효한 분업
을 실행함으로써 원조의 상호보완성을 제고할 것.
- 셋째, 원조 공여자들이 협력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
록 각종 제도와 절차를 개혁할 것.
- 넷째,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
할 것.
-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통의 접근방법을 실행할 것.
파리 선언에서는 이런 원칙의 실천을 위해 특히 다음과 같은 구
체적인 실행방안과 실행목표를 권고하였음.
- 첫째, 공통의 원조계획 실행 및 원조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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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베이스 접근방법’(programme-based approach)
을 권고하고, 2010년까지 66%의 원조가‘프로그램 베이스
접근방법’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프로그램 베이스 접근방법’이란 어떤 부문 또는 어떤 주제와
관련된 원조를 수혜국 정부가 주도하는 포괄적이고 조정된 계
획, 즉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종
전의‘부문 전체적 접근방법’(Sector-Wide Approaches :
SWAPs)을 더욱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Lavergne and
Alba, 2003).38)
- 즉 프로그램 베이스 접근방법에 의하면, 원조 공여자들은 각
자 독립적으로 원조 프로젝트를 계획,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문이나 주제에 관해 수혜국 정부와 원조 공여자들이 합
의한 포괄적 프로그램에 따라, 역할분담을 맡아 프로젝트를 수
행하게 됨.
- 그리고 그 경우, 각 부문별 프로그램의 입안과 집행을 주도하
는 주도적 공여자(lead donor)를 선정하게 됨.
- 둘째, 파리 선언에서는 원조 공여자들이 해당 수혜국에 파견
38) 즉‘프로그램 베이스 접근방법’은 프로젝트 원조를 수행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외환보유고 확충이나 일반예산 지원을 의미하는‘프로그램 원
조’와는 다른 뜻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함. 또는 종전의 프로젝트 원조를 프로젝트
접근방법이라 하고, 프로그램 원조를 거시경제적 접근방법이라 한다면, 프로그램
베이스 접근방법은 기존의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 새로운
중간적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음. Lavergne and Alba(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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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사절단(field mission)을 공동으로 조직하고 연구조사 작
업(country analytic work)도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하
였으며, 2010년까지 40%의 사절단을 공동으로 조직하고,
66%의 연구조사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하였음.
파리 선언에서 규정한 공여자 간 협력에 관한 규범은 종전의 대
표적인 원조 조정 메커니즘인 협의그룹 및 원탁회의 활동에 비
해 훨씬 더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세계은행 주도의 협의그룹과 UNDP 주도의 원탁회의는 지금
도 존속하고 있으나, 새로운 국제규범에 따라 점차 수혜국 정
부가 주도하는 각종 포럼 및 회의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중임
(UNDP, 2006 ; World Bank and UNDP, 2006 ; World
Bank PREM, 2007).
- 종전의 공여자 간 협력을 다자간 개발기구가 주도했던 데 비
해, 파리 선언에서는‘원조의 주도성’규범에 따라 수혜국 정
부가 주도적으로 원조 공여자 간 협력을 조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종전의 공여자 간 협력이 1~2년에 한 번 열리는 회의를 통한
개략적인 원조 조정에 그쳤다면, 최근의 국제규범에서는 원조
계획의 수립, 부문별 프로젝트의 선정, 원조의 집행 및 평가와
관련된 각종 행정 절차 등에 걸쳐 공여자 간 협력을 크게 강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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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최근의 국제규범이 충분히 만족스럽게 집행되고 있는 것
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상황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World Bank Harmonization
Unit, 2006 ; Third High-Level Forum, 2008).
취약국가의 경우 원조 공여자 간 협력
국제사회는 취약국가의 경우 원조 공여자 간 협력이 더욱 큰 중
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ODI, 2005).
- 취약국가의 경우 수혜국 정부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원조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인 수혜국의 주도성이
잘 발휘되지 않음.
- 따라서 취약국가에서는 원조의 실행이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
하기 때문에, 원조 공여자들 간의 효과적 협력이 더욱 큰 중요
성을 갖게 됨.
- 수혜국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때로는 수혜국 정부
를 우회하여 원조를 공여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방식은 수혜국
정부의 역량을 더욱 침식함으로써 악순환을 지속시킬 가능성
이 높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공여자들이 협력하여 수혜국 정부의 역
량을 키워주고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또한, 취약국가의 경우 다양한 목적(개발, 인도적 목적,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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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등)을 가진 다양한 공여자들이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개
입하며, 수혜국 내에서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경
우가 많아, 공여자 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
같은 취약국가에 속하더라도 나라마다 상황이 상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적 제약을 잘 고려하여 공여자 간 협력을
추진해야 함.
- 공여자 간 협력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취약국가의 유형을
<표 Ⅲ-8>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공여자 간 협력은 이 중 3번과 4번 유형의 상황에서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짐.
취약국가의 경우 공여자 간 협력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실행방안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음(ODI,
2005).

<표 Ⅲ-8>

공여자 간 협력 문제에 비추어 본 취약국가의 네 유형(2005)

1. 수혜국 정부의 강력한 또는 의미 있는 2. 특정 공여자 또는 국제기구의 강력한
리더십
리더십
예)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수단

3. 취약한 리더십 / 분산된 공여자
예) 네팔,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중앙
아프리카공화국

자료 : ODI(2005), p. 20.

예) 시에라리온, 나우루, 솔로몬 군도,
파푸아뉴기니

4. 가장 어려운 상황(비정당성, 분쟁, 고
립주의)
예)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브룬디, 북한, 앙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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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해당 국가의 정책, 전략, 행정·예산 시스템 등 정부 관
련 제반 사항에 대한 실태 분석을 수행할 것.
- 둘째, 해당 국가가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
는, 다른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전략, 정책, 시스
템에 맞추어 원조활동을 수행할 것.
- 셋째, 해당 국가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원조
공여자들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데, 그 경우 각종 조사,
보고, 사절단 파견 등의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행정 부담
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치, 안보, 개발, 인도적 목적 등 다양한
방면의 활동에서 공여자 간 협력을 통해 해당 국가 정부와의
정치적 대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의도하
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넷째, 해당 국가 정부의 역량이 취약할 경우, 공여자들이 진행
하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수를 제한하고 우선순위와 추진
순서를 신중히 설정하여 해당 국가의 제도적 역량 강화와 법·
질서의 확립, 기본적 서비스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유
의할 것.
- 다섯째, 해당 국가 정부의 정책수립 능력 및 행정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충분히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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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자 간 협력을 위한 세계은행의 활동>
○ 협력 로드맵(harmonization road map) : 공여자 간 협력 및 수혜국
과의 일치성을 위한 수혜국별 실행 계획 작성
○ 공동 국가별 지원 전략(collaborative or joint country assistance
strategy) : 다른 주요 공여자들과 공동으로, 실태조사, 원조계획 수
립, 프로그램 집행 등에 관한 공동 국가별 지원 전략 수립
○ 공동 실태조사 수행 및 공동의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
○ 공동 예산지원 : 수혜국 정부의 주도성을 강화해 주기 위해, 다른 공여
자들과 협력하여, 정부가 자체적으로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방식의 원조를 강화
○ 부문전체적 접근방법 또는 프로그램 베이스 접근방법의 적용 : 다른 공
여자들과 공동으로 특정 부문 또는 주제별로 포괄적인 공동 원조 프로
그램 수립
○ 공동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이용 : 원조 관련 재무관리,
조달관리 등을 위한 공동의 프레임워크 확립 및 이용
○ 독립적 평가 프로세스 적용 : 공여자들의 원조활동에 대한 독립적 평가
를 위해 수혜국별로 독립 평가 그룹(independent monitoring
group) 결성
○ 취약국가의 경우 : 공동 실태조사, 현지 사무소 공동 운영, 사절단 파
견기간 조정, 과도기적 성과점검표(transitional results matrix) 공
동 이용, 신탁기금을 통한 공동 지원 등

자료 : World Bank Harmonization Unit(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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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에 대한 적용방안
북한은 취약국가 중‘파트너십 형성이 가장 어려운 나라’에 해
당하기 때문에, 원조 공여자 간 협력이 특히 큰 중요성을 가진
다고 할 수 있음.
한국과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에 대한 원조에서 긴밀한 공여자
간 협력을 실시한 경험을 갖고 있음.
-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1995년 설립되어 2006년까지 활
동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가 바로 그것임.
- KEDO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정지에 대한 대가로, 중유
지원 및 2기의 경수로 발전소 제공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한, 미, 일, EU, 호주, 캐나다 등 총 13개 공여자가 회원국으
로 참가하였음.39)
- 제네바 합의가 깨짐에 따라 KEDO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만, 공여자 간 협력이라는 이슈에 관한 한, 취약국가 원
조 사례 중 모범적 협력 사례로 꼽히고 있음(ODI, 2005).
- KEDO는 지원정책 수립 및 자금동원을 위한 공여자 간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했고, 단일한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었으며, 공여자 간 정보 공유도 잘 이루어졌음.

39) KEDO 프로젝트에 의한 대북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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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도적 대북지원에서는 공여자 간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하기 어려움.
- 1990년대 중반 이후 인도적 대북지원은 크게 나누어 WFP 채
널과 양자간 채널의 두 종류를 통해 이루어졌음(Manyin,
2005 ; Haggard and Noland, 2007 ; Manyin and Nikitin,
2008).
- 중국과 한국의 지원은 대부분 양자간 채널을 통해, 미국 및 기
타 국제사회의 지원은 대부분 WFP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으
며, 일본의 지원은 WFP 채널이 많았지만 양자간 채널을 통한
부분도 적지 않았음.
- WFP 채널을 통한 지원의 경우에는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 모
니터링이 이루어진 데 비해, 양자간 채널을 통한 지원에서는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주요 공여국이었던 중국, 한국, 미국, 일본은 대체로, 상호간
정책 공조 없이 북한과의 정치적 협상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했음.
앞으로는 모든 대북지원에서 주요 공여자 간 협력을 대폭 강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북한이 국제사회와 정상적 관계를 맺게 하려면 북한과의 정치
적 대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
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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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대북지원은 향후 본격적 개발원조를 위한 준비단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공여자 간 협력이라
는 국제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40)
- 또한 핵협상이 획기적 진전을 이루어 본격적 대북 개발지원을
개시하게 될 경우에는 과거의 KEDO와 유사한 국제협력체를
결성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9. 19 공동성명 및 2007년 2. 13 합의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은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한 바 있으
며, 이러한 실무그룹을 국제적으로 더욱 확대하여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이와 함께 핵협상이 크게 진전될 경우, 북한이 미국, 일본과의
국교 수립을 완료하기 전에라도,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
구에 가입하고 교류하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장
형수, 2007 ; 장형수·박영곤, 2000).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및 본격적 지원 수용까지는 상당 기간
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가입 이전부터 국제금융기구와 접촉하
고 교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본격적인 개발원조를 실시하기에 앞서, 북한에 대한 각종 실태
40) 2008년에 한국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중단된 데 이어 최근에는 북한이 미국의 식량
지원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한국 및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
원은 거의 중단 상태에 이르러 있음. 하지만 향후 북한의 식량난과 핵협상의 진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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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식공유, 정책대화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
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신탁
기금’등의 형식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개발지원을 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국제규범에서 요구하는 공여자 간
협력 방안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원칙적으로는 공여자 간 협력을 위해서는 수혜국인 북한이 리
더십을 발휘해야 하나, 그러한 리더십이 형성되기 전에는 세계
은행 등 주요 공여자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북한 개발지원에 대
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우리 정부는 대북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형식적인 리더 역할을 세계은행 같은 국
제기구에 위임할 수도 있음.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주요 원조 공여자들이
참여하는‘북한 개발지원 그룹’
(가칭) 같은 국제협력체를 결성
할 필요가 있음(장형수, 2007 ; 장형수·박영곤, 2000).
- 북한 개발지원 그룹은 북한당국과의 정책 대화의 주체로서 공
동 실태조사, 공동 사절단 파견, 공동 지원전략 작성 등을 통
해 대북지원을 조율해야 함.
- 최근의 국제규범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북한에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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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부문별로 주도적 공여자를 선정
하고 부문별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 프로젝트를 결
정해야 할 것임.41)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 선진국 정부 등 공적개발원조의 주체들뿐
만 아니라 한국 민간단체 및 국제 NGO 등 민간부문 공여자들
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한국 및 국제 NGO들은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해 대북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이를 토대로 특히 농업개발, 보
건의료 등의 부문에서 유능한 원조 공여자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1) 국제규범 및 현황
한정된 원조자금을 여러 부문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즉 부문
간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국제 개발원조의 역사에

41) 핵협상이 성공할 경우 결성될,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체는 에너지 부문
의 주도적 공여자가 될 수 있을 것임. 대북 개발지원 전체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 포
괄적인 국제협력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또는 에너지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체
를 확대 발전시켜 포괄적인 국제협력체를 만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어떤 경
우에든 핵 포기의 직접적 대가로 약속되는 대북지원과 그 외의 일반적 개발지원을
구별할 수 있으며, 일반적 개발지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개혁개방 정책
을 추진하는 데 연계하여 그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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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항상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왔음.
- 대부분의 원조는 수혜국이 현금을 받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
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여기관과 수혜국이 합의하여 결정한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공여됨.
- 따라서, 수혜국의 다양한 개발 수요 중에서 어느 부문에 더 많
은 자금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공여기관이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음.
앞에서 살펴본 원조 수혜국의 주도성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보
면, 우선순위 부문의 선정은 수혜국이 스스로 수립한 개발전략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하지만 수혜국의 개발전략(
‘빈곤감축전략’
)은 국제사회가 권
고하는 기본적 원칙을 어느 정도 충족해야, 국제금융기구 및
기타 원조 공여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우선순위 부문의 선정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
는 원칙은 크게 보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UN
Millenium Project, 2005a, b).
- 첫째, 원조자금은 민간부문에서 투자가능한 부문보다는 정부
및 기타 공공부문에서 투자해야 할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야 함.
- 둘째, 원조자금, 특히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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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UN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

1. 절대빈곤과 기아의
근절

1일 소득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의 비율을 1990년에
서 2015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일 것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의 비율을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에 절반으로 줄일 것

2. 보편적 교육

전 세계의 모든 소년, 소녀의 2015년까지 초등교육 전 과
정 이수를 보장할 것

3. 남녀 평등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성별 차이를 가능한 2005년까지, 모
든 교육과정에서는 2015년까지 근절할 것

4. 어린이 건강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을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1/3로
줄일 것

5. 산모 건강

산모 사망률을 1990년에서 2015년 사이에 1/4로 줄일 것
모든 사람들이 생식 보건(reproductive health)의 혜택
을 입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6. HIV/AIDS 등 질병
퇴치

2015년까지 HIV/AIDS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HIV/AIDS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여타 주요 질병의 발병을 억제하
고 발병 감소로 전환시킬 것

7. 환경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을 국가정책 및 사업에 통합시키고
환경자원의 손실을 줄일 것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의 손실률을 줄일 것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에의 지속가능한 접근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킬 것
2020년까지 최소한 1억 명의 빈민가 거주자의 생활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달성할 것

8. 글로벌 파트너십

개방되고, 규칙에 기반하며, 예측가능하고, 차별적이지 않
은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발전시킬 것
최빈국, 내륙국, 도서국가의 특별한 필요에 대처할 것
개발도상국의 외채 문제에 포괄적으로 대처할 것
제약회사들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 필수의약품의 공급
을 보장할 것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이 신기술, 특히 IT기술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자료 :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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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설정한 빈곤감축 목표, 즉‘밀레니엄 개발목표’(<표
Ⅲ-9>)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함.42)
- UN의 밀레니엄 개발목표는 경제개발보다는 사회개발(교육,
보건, 남녀평등, 환경 등)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원조의 초점을 경제개발 부문에서
사회개발43) 부문으로 이동시켜 왔음(<표 Ⅲ-10>, <표 Ⅲ-11> 참조).
- 국제 개발원조의 초기단계인 1950년대 및 60년대에는 경제적
인프라스트럭처(교통, 통신, 전력 등)와 생산부문(광업, 제조
업, 농업 등)에 대한 투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음.
-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 부문에 대
한 원조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신 광업, 제조업 등 산업부문에
대한 원조는 크게 감소했음.
- 공공투자가 필요한 경제적 인프라스트럭처는 여전히 중요한
원조 대상 부문이지만, 초창기에 비해 그 비중은 많이 줄어든
상태임.
42) 틸레 등(Thiele, Nunnenkamp, and Dreher, 2007)의 연구에 의하면, 국제사
회의 주요 원조 공여자들의 부문별 원조자금 배분 현황은 아직은 밀레니엄 개발목
표에 충분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함. 하지만 원조자금 배분의 개략적인 추세는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43)‘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은 교육, 보건, 인구조절, 수자원(상하수도), 정
부, 공공부문, 시민사회 등의 부문을 가리키며,‘사회부문’(social sectors) 또는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social infrastructure),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s) 등으로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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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의 부문별 구성
단위 : %

1967

1975

1985

1995

8.3

22.8

25.5

30.5

30.5

교육

0.0

11.1

11.2

11.2

6.1

보건

0.0

4.6

5.1

4.0

3.8

수자원 및 위생

0.0

2.1

2.6

5.6

4.8

정부 및 시민사회

0.0

1.4

2.2

3.2

9.7

기타

8.3

3.5

4.4

6.4

6.1

27.8

10.3

17.1

23.7

10.6

교통

11.1

2.5

5.8

10.0

5.2

통신

3.2

1.8

2.2

1.5

0.4

13.5

5.4

7.3

10.1

3.1

기타

0.0

0.7

1.8

2.0

2.0

생산부문

36.6

21.9

19.1

10.6

5.2

7.0

8.6

13.0

7.4

3.3

29.6

6.2

5.4

1.6

1.3

0.0

0.0

0.7

0.2

0.5

0.0

2.1

1.2

5.0

6.5

27.3

42.8

37.1

30.2

47.2

10.1

19.1

24.5

5.8

2.5

부채 탕감

6.5

4.1

2.5

7.3

27.5

긴급 지원

0.0

1.3

2.2

5.2

10.0

10.8

18.4

7.9

11.9

7.2

100.0

100.0

100.0

100.0

100.0

사회개발 및 행정

경제적 인프라

에너지

농림어업
광공업 및 건설업
무역, 관광
다부문
기타
현물 지원/프로그램 지원

기타
총계

2005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Database.
주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
국의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공약액(ODA commitment) 자료임.

112

<표 Ⅲ-11>

세계은행 대출의 부문별 구성
단위 : %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

5.0

13.0

23.5

54.1

53.4

교육

-

3.0

4.0

7.2

4.8

8.7

보건 및 인구정책

-

-

1.0

4.5

9.8

9.9

수자원 공급

-

2.0

5.0

4.5

9.9

9.8

도시화

-

-

3.0

4.8

-

-

공공행정

-

-

-

2.5

29.6

25.0

69.0

56.0

35.0

32.0

23.3

23.1

교통

38.0

29.0

13.0

13.5

11.2

14.1

통신

-

4.0

1.0

3.0

1.8

0.9

에너지

31.0

23.0

21.0

15.5

10.3

8.2

생산부문

31.0

36.0

47.0

29.0

22.6

23.5

-

-

4.0

0.4

-

-

9.0

18.0

30.0

17.7

5.5

8.7

22.0

18.0

13.0

10.9

6.8

7.3

0.0

0.0

0.0

0.0

10.3

7.5

0.0

3.0

5.0

15.5

-

-

구조조정

0.0

0.0

5.0

14.7

-

-

기타

0.0

3.0

0.0

0.8

-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회개발 및 행정

경제적 인프라

석유, 석탄, 가스
농림어업
산업 및 무역
금융
기타

총계

자료 : World Bank Annual Report, 각 연도.
주 : 1) 시기에 따라 분류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원자료의 항목들을 일부 통합하여 재
구성한 부분이 있음.
2)‘에너지’항목은 주로 전력사업을 의미하며, 2000, 2005년 수치는‘석유,
가스, 석탄’을 포함하고 있음.
3)‘산업’부문 대출의 1980년 및 90년 수치는‘개발금융회사’
(development
finance companies)에 대한 대출을 포함하고 있음.
4) 1980, 90년대에 ‘구조조정’
(또는‘경제정책’)으로 분류됐던 부분은 현재
‘공공행정’항목으로 통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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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에도 국제 개발원조는 사회개발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정부 및 공공부문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원조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적임.
- 긴급구호, 부채탕감, 프로그램 원조(현금 원조) 등을 제외하
고, 부문별로 분류 가능한 원조만을 놓고 보면, 오늘날 개발원
조의 대부분은 사회개발 부문과 경제적 인프라스트럭처 부문
에 배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최근의 추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양자간 개발원조와 다자
간 개발원조에서 공히 정부 및 시민사회의 행정·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원조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임.
- 생산부문에 대한 원조는 양자간 개발원조에서는 미미한 수준
으로 하락했지만, 다자간 개발원조(세계은행 등)에서는 아직
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세계은행 등 다자간 개발기구의 생산부문 원조도 농
업, 무역, 금융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광공업에 대한 원조
는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음.
- 산업부문, 특히 광공업 부문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국내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해 민간기업에서 개발해야 할 분야로 인
식되기 때문에, 개발원조의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과거에 개발원조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들이 대단히 나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공기업 창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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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산업부문 원조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인식이 널리 공
감을 얻고 있음.
원조 우선순위 부문은 수혜국의 발전수준 및 정책·제도의 개혁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Bermeo, 2007).
- 국제 개발원조에서는 수혜국이 가난할수록, 그리고 정책과 제
도의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개발 부문에 더 큰 우선순위를 부
여함.
- 가난하고 정책과 제도가 건실하지 않은 취약국가에서는 인적
자원의 수준이 낮고 경제활동이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물
적자본을 건설해 주어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함.
- 또, 경제개발 부문에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야 하지만, 정
책·제도가 건실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프로젝트가 제대로 집행
되지 않거나, 건설 과정에서 많은 자금이 낭비되고 빼돌려지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경제개발에 대한 투자, 즉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앞
서, 인적자본을 보호·육성하고, 행정역량을 강화하며, 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최빈국들 또는 취약국가들의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긴급
구호 및 재건)이 전체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짐.
이러한 경향은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대한 최근의 원조 데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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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음(<표 Ⅲ-12> 참조).
- 지난 20여년간 개혁·개방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국제 개발
원조의 모범생으로 인정받고 있는 베트남에서는 사회개발에
못지않게 경제적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원조가 큰 비중을 차
지함.
- 이에 비해, 아프리카 최빈국들의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긴급
구호 및 재건)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회개발 부문
이며, 경제적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원조는 거의 없음.
- 중간적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서는 사회
개발 부문 원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경제개발 부문에도
다소간의 원조가 배정되고 있음.

<표 Ⅲ-12> 주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부문별 구성(2007년)
단위 : %

베트남 캄보디아 아이티

콩고민주
공화국

차드

수단

사회 개발

34.7

59.2

56.0

38.4

26.1

24.1

경제적 인프라스트럭처

35.7

10.3

7.2

3.7

4.4

0.1

생산부문

9.5

10.7

1.6

1.9

1.0

1.0

긴급구호 및 재건

0.4

2.9

7.2

34.2

49.2

63.7

기타

19.7

16.8

27.9

21.8

19.3

1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Database.
주 :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를 합한 총계의 조지급액(gross disbursement) 기
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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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에 대한 적용방안
대북 개발지원을 본격화하게 될 경우, 부문 간, 사업 간 우선순
위를 잘 설정하여 적절한 순서대로 적절한 기간에 걸쳐 지원을
행할 필요가 있음.
- 개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에서 권고하는
부문 간 우선순위를 북한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우리 사회에서 대북 개발지원이라 하면, 경제 분야에 대한 지원
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지만, 앞에서 살펴본 국제규범에 의하면
이는 상당히 편향된 인식이라 할 수 있음.
- 우선, 경제 분야 중에서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은 민간기업에 의
한 상업적 경제협력이 가능한 부문이므로, 개발지원의 필요성
이 높지 않음.
-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북
한의 산업정책 및 제도개혁을 위한 기술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
는 것이 바람직함(김석진·김계환, 2007).
- 전력, 철도, 도로, 항만 등 경제적 인프라스트럭처는 개발원조
의 필요성이 큰 부문이지만, 해당 국가의 정책 및 제도 환경이
나쁠 경우에는 개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바람
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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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핵협상이 타결될 경우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대규
모 전력 개발 프로젝트를 핵 포기의 대가로 실시할 수 있음.
핵 포기의 직접적 대가를 제외한 여타의 대북지원은 초기 단계
에서는 주로 인도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 그리고 사회개발 분야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의 식량난은 만성적인 것으로서, 북한이 산업재건에 성공
해 식량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충분히 벌 수 있을 때까지 상당
기간 인도적 지원을 계속 실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이
와 관련한 각종 정책 및 제도 개혁과 공공부문 핵정역량 개발
을 돕기 위해 기술적 지원(연구조사, 통계 및 행정 시스템 개
발, 정책협의, 북한 인력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
- 북한의 인적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사회개발 분야 지원
(교육, 보건의료, 수자원 공급 등)과 식량난 극복을 위한 농
업개발 및 환경보호 분야 지원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
야 함.
- 이러한 사회개발 및 농업개발 분야 지원은 기존의 인도적 지
원을 확대·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미 국내
외 NGO들이 시범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음.
- 대북 개발지원을 본격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 정
부 및 국제기구들도 사회개발 및 농업개발 분야 지원에 참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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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며, 그 경우 기존의 주요 공여자들인 민간 NGO들
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경제적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프로젝트는 핵협상이 타결되고 북
한이 국제사회와 정상적 관계를 맺게 된 연후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경우에도,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이 충분한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는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
대하는 것이 현실적임.
- 또한, 남북경협 확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
으로 실시하고 북측의 추가 특구 개방 및 육로 운송 허용 등을
사업 실시의 조건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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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개발원조
에 대한 국제적 논쟁과 원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규범 정
립 노력을 검토하였음.
개발원조에 대한 국제적 논쟁을 보면, 논쟁의 구도와 쟁점이 대
북정책에 대한 논쟁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개발원조의 효과 및 원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낙
관론과 비관론 또는 원조 찬성론과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음.
- 대북정책에서도 적극적 대북지원과 경협을 주장하는 적극적
포용정책(햇볕정책) 노선과 이를 비판하는 봉쇄·무시정책 노
선이 대립하고 있음.
- 개발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류적 입장은 원조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원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에 입
각한 신중한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임.
- 이러한 주류적 시각을 대북정책에 적용하면, 북한과의 교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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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및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규범과 원칙에 입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귀결되며, 이를 가리켜
‘신중한 포용정책’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임.
지난 반세기 동안의 개발원조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원조가 실질적인 개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는 것임.
- 물론 많은 선진국이 순수한 개발 목적 외에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조정책을 집행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혜국의 경제사회 개발이 이루어져
야만 선진국이 의도하는 정치외교적 목적도 잘 달성될 수 있음.
- 따라서 원조의 실효성 문제, 즉 원조가 의도한 대로 개발 효과
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
지 않을 수 없음.
개발원조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적극성과 주도성을 발휘해야만 경제사회 개발을 달성할
수 있으며, 외부의 원조는 기껏해야 보조적인 도움만 줄 수 있
을 뿐이라는 것임.
- 특히, 정부와 정치를 바로잡고 정책과 제도를 개혁하려는 내
부적 노력이야말로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 원조정책을 잘못 집행할 경우, 기존의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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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명 연장을 도움으로써 바람직한 내부적 개혁을 저해할 우
려가 있음.
-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입은 개발도상국의 내부적 개혁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함.
북한도 역시 저소득 개발도상국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보편적 교훈은 북한의 경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국제사회의 원조정책에 비해 대북정책은 남북 간 긴장 완화,
군사적 위협의 제거 및 평화체제 정착 등과 같은 정치외교적
또는 안보적 목적을 훨씬 더 중시하고 있음.
-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도 역시, 장기적으로 북한이 진정한 경
제사회 개발을 이루어야만, 위와 같은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고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북한의 경제사회 개발과 남북한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해
서는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 또는 체제전환이 필요함.
- 따라서 대북정책도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사회 개발을 촉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임.
국제사회는 이러한 교훈을 고려할 때 개발원조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있음.
- 첫째는‘선택성’
(selectivity)으로서, 정책 및 제도 환경이 나
쁜 나라에서는 원조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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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환경이 좋은 나라에 원조자금을 집중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는 것임.
- 둘째는‘주도성’
(ownership)으로서, 개발전략의 수립, 원조
프로그램의 집행 등 제반 과정에서 원조 수혜국이 스스로 적극
성과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임.
- 셋째는‘이행조건’
(conditionality)으로서, 수혜국과 공여자가
함께 협의하여 수혜국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 개혁 과제를 설정
하고 수혜국이 이를 이행한 다음에 원조를 공여한다는 것임.
- 넷째는‘공여자 간 협력’
(harmonization)으로서, 다양한 원
조 공여자가 합리적으로 활동을 조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불
필요한 비용과 낭비를 줄이고 원조의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자
는 것임.
- 다섯째는‘우선순위의 선정’
(priorities)으로서, 무엇보다 빈
곤감축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 부문별 원조자금의 배분 순
위를 결정하자는 것임.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며 국제사회가 이
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국제규범을 정립하
고 이행하려는 노력은 큰 의미가 있음.
- 국제사회는 앞으로 새로운 실험을 계속하면서 국제규범의 내
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풍부하게 채워 나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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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고립주의적 취약국가로서 원조 공여자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이며, 따라서 개발원조가
실효성을 발휘하기가 더 어려운 나라임.
- 따라서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만 개발원조를 실시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대북정책의 목표 달성을 그르칠 우
려가 큼.
따라서 향후 대북 개발지원을 실시하게 될 경우, 앞에서 정리한
국제규범을 고려하여 지원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에는 국제사회의 여러 공여자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국
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함.
북한 자신의 정책 및 제도 개혁 노력과 개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개발원조를 공여할 때에도 북한 자신의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외부에서 북한에 특정한 개발전략을 주입하고 일방적으로 원
조 프로젝트를 결정하기보다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
한 자신의 의사와 우선순위를 존중해줄 필요가 있음.
- 물론 북한의 인식과 전략이 국제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는 일반적 기준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에는 대규모 원조를 실행
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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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함께 협력하여 북한과 정치적 및 정
책적 대화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합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이 보고서에서는 대북정책의 여러 구성요소 중에서 대북 개발지
원을 실행하는 방안과 관련된 여러 이슈를 검토하였음.
- 경제 분야의 대북정책은 크게 나누어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
상업적 경협의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음.
- 이 가운데서 이제까지 주로 사용된 정책은 인도적 지원과 상
업적 경협 관련 정책이었고, 개발지원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음(<부록> 참조).
- KEDO 프로젝트 등 에너지 지원은 개발지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핵협상에 따른 정치적 원조로서 국제사회의
일반적 개발원조와 성격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었으며, 경수로
발전소가 완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측이 받은 원조
규모는 인도적 지원에 비해 훨씬 작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남북협력사업과 관련한 개발지원도 있었지만, 그 규모
는 인도적 지원에 비해 훨씬 작았음.
정부가 이제까지 대북 개발지원을 본격화하지 않은 것은 이를

Ⅳ. 결론과 시사점 125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대체로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음.
- 국제규범에 의하면, 수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
화하고 국제사회의 정책 권고 및 개발원조를 수용하겠다는 의
지를 보여야 본격적 개발원조를 실시할 수 있음.44)
- 이 때문에, 햇볕정책, 즉 적극적 포용정책을 주장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는 개성공단 사업,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협력과 관련된 일부 사업에만 국한되
었음.
- 현 정부는‘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 비전을 갖고 있
는데, 이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즉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대규모 개발지원을 실시하
겠다는 안임.
- 향후‘비핵·개방·3000’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경
우 개발원조의 국제규범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실
행과정에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다섯 가지 범주의 국제규범을 대북 개발
44) 북한과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로 베트남을 들 수 있음. 베트남
은 캄보디아 침공 문제로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으나, 1990년대 초에
캄보디아 철군을 완료하고 이어서 주요 선진국과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비로소 국
제사회의 개발원조를 받을 수 있었음. 베트남의 대외관계 정상화 과정에 대해서는
김석진(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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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적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첫째, 대북지원의 규모는 북한이 한국 및 국제사회와 얼마나 협
력하고 개혁과 개방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를 고려하여 탄력
적으로 결정해야 함.
- 초기부터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시
범적인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규모 개발원조는 핵협상이 타결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한 연후에야 실시할 수 있음.
- 또한, 그 경우에도 북한의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충분히 개혁되고 있는지 평가하여, 개혁 수준이 미흡
할 때에는 지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둘째, 원조 프로젝트를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하려 하
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적극성을 발휘하여 개발전략 및 원조 프
로젝트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함.
- 북한이 스스로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국 및 국제사회가 함
께 북한과 합의하여 지원전략 및 프로젝트를 결정해야 함.
- 또한, 북한당국이 원조에 의한 개발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북한 공공부문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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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음.
셋째, 북한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일반적 규범과 정책 개혁안
을 수용하도록 꾸준히 대화·설득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와 연계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먼저, 원조 프로젝트의 집행과 관련된 실무적 이행조건이나
핵협상의 결과로 설정될 안보 관련 이행조건을 철저히 준수하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어서, 전반적인 체제개혁 및 개방을 권고하되, 명시적 이행
조건을 설정할 때에는, 내정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는 정치적
부분보다는 공공부문 역량 개발과 같은 기술적 부분을 강조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넷째,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에 국제사회의 여러 공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북정
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
화하고 이들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지·협력할 필요
가 있음.
- 또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체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
지를 구하며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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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다수의 원조 공여자들의 활동을 합
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북한당국 자신이 맡을 수 있도록 유
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섯째, 북한에 대한 개발원조는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지출 부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에서도 인적
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회개발 부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광업, 제조업 등 산업부문은 민간기업에 의한 상업적 투자가
가능한 부문이므로, 개발원조의 우선순위 부문으로 설정할 필
요가 없음.
- 북한의 정책과 제도가 충분히 개선되기 전인 초기 단계에서는
인적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회개발 부문(교육, 보건의료
등)과 공공부문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대규모 경제적 인프라스트럭처(교통·통신, 전력 등) 개발은
북한의 개혁·개방이 상당히 진전되고 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45)
단, 남북관계 및 북한체제의 특수성이 존재하고 정치외교적·안
보적 목적도 중시해야 하므로, 국제규범을 완벽하게 준수하려
45) 단, 핵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대규모 전력 개발 프로젝트가 핵 포기의 직접적 대
가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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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핵협상 타결시 북한의 제도와 정책이 미흡한 부분
이 있다 하더라도, 안보적 목적의 충족을 위해 대규모 개발지
원을 실시할 수 있음.
-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급적 국제규범에 가까운 지원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북한당국과의 정책 대화를 꾸준히 추진할 필요
가 있음.
한편, 개발원조를 본격화하기 이전이라도, 이제까지 실시해 왔
던 인도적 지원과 상업적 경협은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 경색과 북측의 비
협조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지만,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단,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
던, 모니터링 등 국제규범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
람직함.
- 상업적 남북경협은 남측 기업에는 새로운 수익기회가 되고 북
측에는 외화 획득 및 시장경제 학습의 기회가 되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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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업적 남북경협은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과 남북관계 경
색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으나,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
히 북측과의 대화 및 설득을 시도해 경협 환경을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제반 대북정책의 집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임.
결론적으로, 국제 개발원조의 경험이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국제규범과 국제협력을 고려한 신중한 포용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단기적 목적보다는 북한 개발 및 개혁·
개방(또는 체제전환)이라는 장기적 목적이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
- 남북관계의 여러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존재
하지 않으며,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원칙과 규범에 근
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함.
-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치적 상황이 호전되어 북한에 대한 본
격적 개발원조를 실시하게 되더라도, 북한의 경제사회 개발 및
개혁·개방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닐 것임.
-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전시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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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원전략을 구성하려 하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도 북한 스스로 주도적으로 경제개발과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인적자원 보호·육성과 공공부문 개발역
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이고 신중한 개발원조 전략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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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의 개별 항목 또는 개별 주체와 관련한 실적은 각종 보
고서나 논문에서 어느 정도 정리, 분석되고 있으나, 모든 대북
지원을 망라하여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시한 보고서46)는 찾아보
기 어려움.
따라서 본 부록에서는 대북지원의 실적을 총괄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하고자 함.

북한의 식량난이 발생한 1995년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 인도적 지원, △ 핵협상 관련 에너지 지원, △ 남북협
력 사업 관련 지원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인도적 지원은 식량, 비료, 의약품 등 북한 주민의 식량사정과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지원을 가리킴.
- 핵협상 관련 에너지 지원은 발전용 중유 지원과 경수로 발전
소 건설을 의미함.
- 남북협력 사업 관련 지원은 개성공단 사업, 철도·도로 연결
46) Manyin(2005), Manyin and Nikitin(2008)이 이와 가까운 시도라 할 수 있으
나, 미국정부의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있어, 여타 대북지원의 내역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불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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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 지역에 제공된 각종 시설,
장비, 자재 등의 지원을 가리킴.

(1)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에는 한국정부와 민간단체, 주요 선진국 정부, 중국
정부, 국제기구 및 국제 NGO 등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였음.
- 1995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정부의 인도적 지원 금액은 약
21억 8,000만 달러(2조 3,000억원), 한국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금액은 약 7억 달러(7,900억원)에 달했음(<부표 1>, <부
표 2>, <부표 4> 참조).47)
-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금액은 정확한 집계
가 어려우나 대략 25억 달러 내외였던 것으로 추정됨(<부표
3> 참조).48)
- 중국의 인도적 대북지원 내용은 정확히 밝혀져 있진 않으나,
WFP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 물량이 1995년
47) 한국정부가 1995년에 지원한 국내산 쌀 15만톤의 지원금액은 국내가격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어, 국제가격 기준으로 되어 있는 다른 인도적 지원에 비해 금액 규모
가 크게 부풀려져 있음에 주의해야 함.
48)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UN에 보고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정확한 집
계가 어려움. 통일부가 2005년까지는 UN에 보고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실
적을 집계하였으나, 그 후에는 집계 작업을 중단하였음. 하지만 2006년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UN에 보고된 실적이 실제 실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이 점을 고려해 통일부가 집계한 2005년까지의 실적
누계와 2006년 이후 UN에 보고된 실적을 합하면 약 25억 달러 정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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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누계 기준으로 250만톤(대략 4억~5억 달러)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됨(<부표 5> 참조).
- 따라서, 국제사회에 중국까지 포함시킬 경우, 국제사회의 인
도적 대북지원 규모는 한국의 지원 규모와 비슷했던 것으로 추
정됨.

<부표 1>

한국정부와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 실적(원화 표시)
단위 : 억 원

정부
소계

민간

총계

무상지원

식량차관

1995

1,854

-

1,854

2

1,856

1996

24

-

24

12

36

1997

240

-

240

182

422

1998

154

-

154

275

429

1999

339

-

339

223

562

2000

978

1,057

2,035

387

2,422

2001

975

-

975

782

1,757

2002

1,140

1,510

2,650

576

3,226

2003

1,097

1,510

2,607

766

3,373

2004

1,313

1,359

2,672

1,558

4,230

2005

1,360

1,787

3,147

779

3,926

2006

2,296

-

2,296

709

3,005

2007

2,159

1,649

3,808

920

4,728

2008

436

-

436

724

1,160

총계

14,365

8,872

23,237

7,895

31,132

자료 :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 통계, 2009. 2, 통일부(2008a).
주 :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액은 정부 차원 지원금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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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1995년에서 2008년까지 14년간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
도적 대북지원 총액은 60억 달러 내외(연평균 4억 달러 내외)
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됨.
한국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부표 2>

한국정부와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 실적(달러 표시)
단위 : 만 달러

정부
소계

민간

총계

무상지원

식량차관

1995

23,200

-

23,200

25

23,225

1996

305

-

305

155

460

1997

2,667

-

2,667

2,056

4,723

1998

1,100

-

1,100

2,085

3,185

1999

2,825

-

2,825

1,863

4,688

2000

8,139

9,345

17,484

3,238

20,722

2001

7,522

-

7,522

6,017

13,539

2002

8,915

12,074

20,989

4,577

25,566

2003

9,377

12,669

22,046

6,386

28,432

2004

11,541

11,882

23,423

13,250

36,673

2005

13,588

17,449

31,037

7,666

38,703

2006

22,740

-

22,740

7,088

29,828

2007

20,893

17,747

38,640

9,568

48,208

2008

3,977

-

3,977

6,459

10,436

총계

136,789

81,166

217,955

70,433

288,388

자료 :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 통계, 2009. 2, 통일부(2008a).
주 : 식량차관 금액은 원화의 연평균 대미 달러 환율을 이용해 달러 표시로 환산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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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 실적(중국 제외)
단위 : 만 달러

통일부가 집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 총액
(한국 제외 실적)

UN에 보고된 실적
한국 포함 실적

한국 제외 실적

1995

5,565

1995.9~1996.6

927

927

1996

9,765

1996.7~1997.3

3,439

3,104

1997

26,350

1997.4~12

15,838

13,305

1998

30,199

1998

21,587

20,500

1999

35,988

1999

18,989

18,989

2000

18,177

2000

15,310

15,310

2001

35,725

2001

24,797

23,218

2002

25,768

2002

22,001

20,377

2003

13,932

2003

13,310

11,627

2004

16,323

2004

15,158

12,649

2005

14,564

2005

4,523

4,416

2006

n.a.

2006

1,915

1,187

2007

n.a.

2007

9,966

7,529

2008

n.a.

2008

4,358

3,209

총계

n.a.

총계

172,119

156,347

자료 : 1) 통일부 집계 실적은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 통계, 2006. 3.
2) UN에 보고된 실적은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한국농
촌경제연구원, 2009에서 재인용).
주 : 1) 통일부의 집계는 2006년 이후에는 중단되었음.
2) UN에 보고된 실적은 2004년까지는 UN 합동지원절차에 따른 실적이며,
2005년 이후는 개별적 지원 중에서 UN 인도지원사무국(UNOCHA)에 보
고된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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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본격화되었으며, 대부분이 식량 및 비료 지원이었음(<부
표 4> 참조).
-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1995년에 쌀 15만톤을 지원했으나, 그
이후에는 남북관계 악화로 WFP를 경유한 소규모 지원만 실
시하였음.
- 김대중 정부 시절,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후에 대규모
식량 및 비료지원이 본격화되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러
한 관행이 지속되었음.
- 1995년에서 2007년까지의 식량 지원 물량은 총 339만톤, 비
료 지원 물량은 255만톤이었음.
- 새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에는 남북관계 악화로 정부 차
원의 식량 및 비료 지원이 중단된 상태임.49)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식량(옥수수, 밀가루 등), 비료, 의
류, 의약품, 의료장비, 농기계, 농자재 등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현물 지원으로 구성되었음.
- 정부의 대북지원이 단순한 식량 및 비료 지원에 그친 데 비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점차 북측 파트너(병원, 기업소, 협동
농장 등)와의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전하였음(우리민족서로돕

49) 단, 정부는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의료분야 인도적 지원(의약품, 의료장비
등 지원)을 계속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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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한국정부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실적
직접 식량지원

WFP 경유 식량 지원

비료지원

1995

국내산 쌀 15만톤

-

-

1996

-

혼합곡물 3,409톤

-

1997

-

옥수수 5만톤,
혼합곡물 18,241톤,
분유 300톤

-

소계
(1995~1997)

쌀 15만톤

옥수수 등 7.2만톤

-

1998

-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

1999

-

-

15.5만톤

2000

외국산 쌀 30만톤,
중국산 옥수수 20만톤

-

30만톤

2001

-

옥수수 10만톤

20만톤

2002

국내산 쌀 40만톤

옥수수 10만톤

30만톤

소계
(1998~2002)

쌀 70만톤,
옥수수 20만톤

옥수수 등 24만톤

95.5만톤

2003

국내산 쌀 40만톤

옥수수 10만톤

30만톤

옥수수 10만톤

30만톤

-

35만톤

국내산 쌀 10만톤

-

35만톤

2007

국내산 쌀 15만톤,
외국산 쌀 25만톤

옥수수 1.2만톤,
콩 1.2만톤, 밀 5천톤,
밀가루 2천톤, 분유 1천톤

30만톤

소계
(2003~2007)

쌀 170만톤

옥수수 등 23만톤

160만톤

총계
(1995~2007)

쌀 265만톤,
옥수수 20만톤

옥수수 등 54만톤

255.5만톤

2004
2005
2006

국내산 쌀 10만톤,
외국산 쌀 30만톤
국내산 쌀 40만톤,
외국산 쌀 10만톤

자료 : 통일부(2008a) 및 통일부,“인도적 대북지원 통계”, 2009. 2.
주 : 1) 1995년과 2006년의 쌀 직접지원은 무상지원이며, 나머지 직접지원은 식량
차관임.
2) WFP 경유 지원과 비료 지원은 모두 무상지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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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동 편, 2005 ; 최대석, 2006).
- 이 점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 지원
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북
측 파트너가 요구하는 현물 지원 중심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개발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주로 식량 지원으로 구성되었으
며, 핵협상 등 북한의 대외관계에 따라 부침이 심하였음(<부표
5> 참조).50)
- 한국정부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았던 1990년대 후반에는 중
국, 미국, 일본이 주요 공여자였음.
- 중국은 1995년 이후 장기간 지속적으로 식량원조를 제공했으
며, 무역통계와 WFP의 보고를 대비해 보면, 북한이 식량난
발생 이후 중국에서 도입한 식량 총량 중에서 40~50%가 원
조였던 것으로 추정됨(<부표 5> 참조).
-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지원
규모가 가장 컸는데, 미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순수한 인도적 목

50) <부표 5>의 전체 실적 중에서 KOTRA가 보고한 곡물 도입량은 상업적 수입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원조 물량 중 일부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또, KOTRA가
보고한 곡물 도입량은 곡물(HS 10)만을 포함하고 기타 식품은 포함하지 않고 있
음. 이에 비해 WFP에 보고된 식량원조 물량은 중국당국이 WFP에 보고한 물량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식량원조 물량을 집계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업적 수입량은 포
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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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 실적
단위 : 만톤
전체 실적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KOTRA가
보고한
곡물도입량
(상업적
수입 포함)
96
105
163
111
107
123
140
101
81
58
86
10
38
n.a.
n.a.

WFP에
보고된
식량 원조
물량
n.a.
51
92
81
103
126
153
121
96
88
118
36
75
n.a.
n.a.

개별 국가의 지원 물량
중국의 공급량
식량
공급량
(상업적
수출 포함)
22
88
114
41
29
32
50
28
40
16
44
21
28
13
566

WFP에
보고된
원조물량
n.a.
10
15
15
20
28
42
33
21
12
n.a.
13
29
n.a.
n.a.

한국정부의 미국정부의 일본정부의
지원물량 지원물량 지원물량

15
0
7
4
0
50
10
50
50
50
50
10
43
0
339

0
2
18
20
70
27
35
21
4
11
3
0
0
16
226

37
13
0
6
0
11
50
0
0
0
0
0
0
0
117

자료 : 1) KOTRA가 보고한 곡물 도입량, 일본정부의 지원물량은 KOTRA(2008).
2) WFP에 보고된 식량원조 물량은 WFP, “Facts and Figures on Global
Food Aid Flows”, 2006 및 WFP, International Food Aid Information
System(INTREFAIS) 웹사이트(http://one.wfp.org/interfais) 2009년
4월 14일 검색.
3) 중국의 식량 공급량은 <부표 13> 참조. 중국의 1996~2004년 식량원조 물량은
Manyin(2005), 2006년 원조물량은 WFP,“2006 Food Aid Flows”, 2007년
원조물량은 WFP, International Food Aid Information System(INTREFAIS)
웹사이트(http://one.wfp.org/interfais) 2009년 4월 14일 검색.
4) 한국정부의 지원물량은 <부표 4>.
5) 미국정부의 지원물량은 Manyin and Nikitin(2008).
주 : 1) 만톤 이하의 물량은 반올림 처리하였음.
2) KOTRA가 보고한 곡물 도입량은 곡물(HS 10)만 포함하며, 기타 식품은 누락
되어 있음.
3) 중국의 식량 공급량은 곡물(HS 10)과 밀가루(HS 11)의 합계임.
4) WFP에 보고된 식량 원조 물량은 중국이 보고한 원조 물량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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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에 따른 정치적 결정에 의해 식량을
지원하였으며, 따라서 시기별 등락이 매우 심하였음.

(2) 핵협상 관련 에너지 지원
한국과 국제사회는 1995년 이후 북한과의 핵협상에 따라 상당
히 큰 규모의 에너지 지원을 실시하였음.
먼저, 1994년에 북·미 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가 창설되
어, 경수로 발전소의 건설 및 중유 지원을 실시하였음(<부표 6>
및 <부표 7> 참조).
- KEDO에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등 총
13개 회원국이 참가하여, 약 26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실시했
음.51)
- 그 중 한국이 약 16억 달러52), 일본이 약 5억 달러, 미국이 약
51) 문종열(2007)에 인용된 통일부 자료는 KEDO의 지원 규모를 이보다 작은 22억
달러로 보고하고 있음(p. 29). 아마도 이는 이자비용을 제외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됨. <부표 6>은 KEDO의 연례보고서에서 보고된 공식적인 자료를 이용한 것
임. 이 자료는 KEDO의 활동이 종료된 2006년의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2006년의 비용은 크지 않으므로, 이를 무시해도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음.
52) <부표 6>에서는 한국정부의 부담액을 14억 5,000만 달러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2006년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임. 통일부(2008b)에 의하면, 경수로 사업이
종료된 2006년의 비용까지 포함하여 한국정부가 경수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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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달러를 부담하였음.
- 총 25억 달러 중 경수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은 약 15억 달러,
중유 지원에 사용된 비용은 약 5억 달러53)였고, 나머지는 행정
예산 등 기타 비용이었음.

<부표 6>

각국 정부의 KEDO 지원 실적
단위 : 만 달러

한국

일본

미국

EAEC

기타

총계

1995

180

580

950

-

921

2,631

1996

887

1,900

2,200

626

604

6,217

1997

300

693

2,500

2,839

328

6,660

1998

5,059

360

5,000

1,764

261

12,444

1999

641

350

6,510

1,557

413

9,471

2000

30,887

13,001

6,441

1,425

335

52,089

2001

27,106

10,860

7,488

-

223

45,677

2002

28,872

8,203

9,050

3,684

202

50,010

2003

33,302

8,747

372

133

0

42,554

2004

13,710

3,396

-

109

0

17,215

2005

9,022

1,759

-

100

0

10,881

총계

145,465

49,849

40,511

12,238

3,286

251,348

자료 : KEDO, 2005 Annual Report.
주 : 1) 한국의 2000년 지원금액 중 450만 달러는 1998년 지원금액을 위한 대출을
상환하는 데 쓰인 것으로서, 총액에서는 제외되었음. 따라서 연도별 지원금액
의 합계는 총계와 일치하지 않음.
2) EAEC=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유럽원자력공동체).

은 총 1조 3,744억원(15억 7,400만 달러)이라고 함.
53) <부표 7>에서 인용된 통일부 자료가 보고하는 중유지원 비용은 KEDO의 2005년
연례보고서에서 보고하고 있는 중유지원 비용과 꽤 큰 차이가 있음. 통일부 자료는
순수한 중유비용만이 아니라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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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KEDO의 대북 중유 지원 실적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공급량
(만톤)
통일부
자료

비용
(백만 달러) KEDO
자료

총계

15

50

50

50

50

50

50

41

356

16

67

65

49

62

95

80

77

511

12

25

23

48

63

63

72

88

395

자료 : 1) 통일부 경수로기획단(문종열, 2007에서 재인용).
2) KEDO, 2005 Annual Report.

- 경수로 발전소는 2002년 말 이후 제네바 합의가 사실상 파기
됨에 따라 결국 건설되지 못하여 북한에 실질적 혜택을 주지는
못하였음.
- 따라서 KEDO 프로젝트에 총 25억 달러의 거액이 소요되었
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약 350만톤(4억~5억 달러) 규모의
중유 지원을 받은 것에 그쳤음(<부표 7> 참조).
한편, 2007년 6자회담의 2.13 합의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에 중유 및 발전설비·자재 지원을 실시하였음.
- 2007년 2.13 합의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 정지 및
불능화(disablement)54) 작업을 진행하는 데 대한 대가로, 6
54)‘불능화’란 핵시설의 핵심 설비를 해체하되 아직 폐기하지는 않은 상태를 가리킴.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핵시설의 복구가 가능하지만,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된다는 점에서‘가동정지’(shutdown)보다는 훨씬 진전된 단계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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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중유 100만톤에 상
당하는 중유 및 발전설비·자재를 각각 20만톤씩 균등 부담하
여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음(<부표 6> 참조).
- 중유 및 발전설비·자재 지원은 2007년 7월에 개시되어, 미
국, 중국, 러시아는 지원을 완료하였으나, 한국은 20만톤 중
14만 5,000톤(중유 5만톤, 발전설비 및 자재 9.5만톤)만 지
원하였으며, 일본은 지원을 거부하였음.
- 결국, 북한은 2007년 7월에서 2009년 3월까지 중유 총 50만
톤과 발전설비 및 자재 24만 5,000톤(중유 상당량으로 환산)
을 지원받았음.55)

<부표 8>

6자회담 관련 에너지 지원(2007. 7~2009. 3)
공약

집행 실적

중유

발전설비·자재
(중유 상당량으로
환산)

중유

발전설비·자재
(중유 상당량으로
환산)

한국

5만톤

15만톤

5만톤

9.5만톤

미국

20만톤

-

20만톤

-

중국

5만톤

15만톤

5만톤

15만톤

러시아

20만톤

-

20만톤

-

일본

20만톤

-

-

합계

100만톤

50만톤

24.5만톤

자료 : Manyin and Nikitin(2008), 통일부(2008b) 및 연합뉴스, 2009.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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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협력 사업 관련 지원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에서도 대북지원으
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그 금액은 총 5,000억원을
상회함.
- 개성공단 사업 관련 부분 2,453억원과 그 밖의 남북협력 사업
과 관련한 부분 2,773억원을 합해 총 5,226억원을 대북지원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음.
먼저,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지원 중에서 남측 기업(입주기
업, 한국전력, 한국통신)에 대한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부표 9>의 (1)~(6)번)은 대체로 대북지원으로 간주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지구 인프라스
트럭처 개발,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투자 유치국 정
부가 지출해야 함.

55) 6자회담 참가국이 에너지 지원을 위해 사용한 전체 금액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
음. 한국이 중유 및 발전설비·자재 지원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582억원으로 보고
되었고(통일부, 2008b, p. 283), 미국이 중유 지원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1억
4,600만 달러로 보고되었음(Manyin and Nikitin, 2008, p. 2). 중유지원 비용
은 2008년의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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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당국은 개발사업자인 현대아산에 모든 사업 관리를 위임
하였으나, 현대아산이 이를 위한 투자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기반시설 건설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제반
투자 및 관리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음.
- 결국, 국제적 관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한국정부의 지원은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돕기 위한 개발원조로 간주할
수 있음.
- 이러한 개념에 따라 집계해 보면,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을

<부표 9>

개성공단 관련 남북협력기금 집행액
단위 : 억 원

2004

2005

2006

26

163

636

384

56

1,265

(2) 기술교육센터 건설 지원

-

10

36

86

46

178

(3) 종합지원센터 건설 지원

-

-

21

74

71

167

(4)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대출

-

-

115

256

-

371

(5) 개성지구 연탄지원

-

-

38

19

-

57

43

81

78

119

96

417

(7) 입주기업 대출

-

8

-

-

-

8

(8) 전력시설투자 관련 대출

-

1

0.1

0.3

-

1

(9) 통신시설투자 관련 대출

181

203

220

157

-

760

총계

250

465 1,143 1,095

269

3,222

(1)~(6) 합계

69

254

269

2,453

(1) 기반시설 건설 지원

(6) 북측 관계자 연수 지원

자료 : 통일부(2008b).

924

2007 2008.1~9

938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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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지출한 총액 3,222억원 중에서 대북지원은 2008년 9월
까지 총 2,453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됨(<부표 9> 참조).
그 밖의 남북협력 사업 중에서도 <부표 10>에서 제시한 다섯 개
항목은 북한에 대한 각종 장비, 자재 제공으로서, 대북지원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 2002년에서 2008년 9월까지 철도·도로 북측 구간 지원에 사
용된 1,742억원,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 관련 824
억원을 비롯해, 총 2,773억원 규모의 장비 및 자재가 북측에
제공되었음.
- 남북협력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집행액 중에서 철도·도로 남

<부표 10>

기타 남북협력 사업 관련 대북지원 실적
단위 : 억 원

철도·도로 북측 구간
지원

2002

2003

2004

2005

2006

323

474

466

217

162

72

28

1,742

-

-

-

-

-

813

11

824

-

-

-

19

20

29

12

80

-

-

8

0

0

-

-

8

-

-

14

49

56

0

-

120

323

474

488

285

238

915

51

2,773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농업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북측 기자재 제공
금강산 및 백두산 도로
포장
합계

자료 : 통일부(2008b).

2007 2008.1~9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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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구간 건설비 등 남측에서 사용된 부분은 대북지원 실적 집
계에서 제외하였음.

(1) 각국 정부의 지원 실적
한국정부의 지원 실적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은 좁은 의미로는 인도적 지원만을 포함하
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이 부록에서는 개념을 넓혀 에너지
지원과 남북협력 사업 관련 지원까지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자료
를 정리하였음.
- 또한, 인도적 지원 실적은 무상지원만이 아니라 식량차관까지
포함하여 집계하였음.
- 핵협상과 관련된 에너지 지원이나 남북협력사업 관련 지원 중
북측 지역에 제공된 시설, 장비, 자재 등은 국제적 관례에 비
추어 보면, 개발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음.
- 1995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은 인도적 지원
약 22억 달러, 에너지 지원 약 16억 달러, 남북협력사업 관련
지원 약 4억 6,000만 달러 등 총 42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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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1>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종합
단위 : 만 달러

인도적 지원

에너지 지원

남북협력사업
관련 지원

총계

1995

23,200

180

-

23,380

1996

305

887

-

1,192

1997

2,667

300

-

2,967

1998

1,100

5,059

-

6,159

1999

2,825

641

-

3,466

2000

17,484

30,887

-

48,371

2001

7,522

27,106

-

34,628

2002

20,989

28,872

2,581

52,442

2003

22,046

33,302

3,975

59,323

2004

23,423

13,710

4,741

41,874

2005

31,037

9,022

4,867

44,926

2006

22,740

-

9,983

32,723

2007

38,640

3,027

16,980

58,647

2008

3,977

2,729

2,893

9,599

총계

217,955

155,722

46,021

419,698

자료 : <부표 2>, <부표 6>, <부표 8>, <부표 9>, <부표 10>.
주 : 1) 6자회담 관련 에너지 지원(2007~2008년)과 남북협력 사업 관련 지원
(2002~2008년)은 각 연도의 연평균 환율을 이용해 달러 표시로 환산하였음.
2) KEDO 지원금액 중 2006년분이 누락되어 있음에 주의.
3) 에너지 지원과 남북협력사업 관련 지원 중 2008년은 2008년 9월까지의 실
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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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 지원 실적
미국정부의 대북지원 내역은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가 상세하게
밝히고 있음(Manyin and Nikitin, 2008).

<부표 12>

미국정부의 대북지원 내역
식량원조
물량
(만톤)

금액

KEDO
지원

(백만 달러) (백만 달러)

6자회담 관련 지원
(백만 달러)
중유

의료지원

총계

(백만 달러) (백만 달러)

불능화

1995

0.0

0.0

9.5

-

-

0.2

9.7

1996

2.0

8.3

22.0

-

-

0.0

30.3

1997

17.7

52.4

25.0

-

-

5.0

82.4

1998

20.0

72.9

50.0

-

-

0.0

122.9

1999

69.5

222.1

65.1

-

-

0.0

287.2

2000

26.5

74.3

64.4

-

-

0.0

138.7

2001

35.0

58.1

74.9

-

-

0.0

133.0

2002

20.7

50.4

90.5

-

-

0.0

140.9

2003

4.0

25.5

2.3

-

-

0.0

27.8

2004

11.0

36.3

0.0

-

-

0.1

36.4

2005

2.5

5.7

-

-

-

-

5.7

2006

0.0

0.0

-

-

-

0.0

0.0

2007

0.0

0.0

-

25.0

20.0

0.0

45.0

2008

15.8

95.3

-

106.0

-

0.1

201.3

2009

2.1

n.a.

-

15.0

-

4.0

19.0

총계

226.8

701.3

403.7

146.0

20.0

9.4

1,280.4

자료 : Manyin and Nikitin(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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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의하면, 1995년 이후 미국정부의 대북지원은 식량원조 7
억 달러, 에너지 지원 5억 5,000만 달러 등 총 12억 8,000만
달러였음.
중국정부의 지원 실적
중국의 대북지원 내역은 상세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그 규모
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 중국당국이 공식적으로 공표한 무상원조 금액은 매년 수천만
달러 수준(<부표 13> 참조)이며, 유상원조(양허성 차관) 금액
은 정확히 공표되어 있지 않음.
- 북한은 중국에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식량과 석유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중 얼마만큼이 원조이고 얼마만큼이 상업적 수입인
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음(<부표 13> 참조).
- WFP의 보고에 근거해 추측해 보면, 북한이 1995년 이후 중
국에서 도입한 식량(곡물과 밀가루) 총량 중에서 약 40~50%
는 원조였던 것으로 보임.56)
- 중국이 북한에 공급하는 석유도 원조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정확한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57)
56) 중국 외교부 및 중국 대사관에서 밝힌 대북한 식량원조 물량은 <부표 13>의 WFP
에 보고된 원조 물량과 조금 다름. 이에 대해서는 박형중 외(2003), pp. 332~333
참조.
57)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대북한 무상원조 금액에 비추어 보면, 석유공급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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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중국의 대북한 무상원조액과 식량 및 석유 공급량

식량 공급량(만톤)
석유 공급량(만톤)
무상
WFP에
원유 석유제품
원조액
곡물
밀가루
보고한
(HS
(HS
소계
소계
(만 달러) (HS 10) (HS 11)
원조물량 2709) 2710)
1995

609

15

7

22

n.a.

102

n.a.

n.a.

1996

4,014

55

33

88

10

94

n.a.

n.a.

1997

3,441

87

27

114

15

51

n.a.

n.a.

1998

3,205

29

12

41

15

50

15

65

1999

4,836

24

5

29

20

32

12

44

2000

2,756

28

4

32

28

39

11

50

2001

6,913

44

6

50

42

58

11

69

2002

1,597

22

6

28

33

47

8

55

2003

1,089

35

5

40

21

57

12

70

2004

1,456

9

7

16

12

53

13

66

2005

3,812

33

11

44

n.a.

52

14

67

2006

3,736

8

13

21

13

52

12

65

2007

n.a.

14

14

28

29

52

15

67

2008

n.a.

12

1

13

n.a.

53

12

65

총계

n.a.

415

151

566

n.a.

793

n.a.

n.a.

자료 : 1) 무상원조액은 중국해관통계(우상민, 2005 및 조명철·정승호, 2007에서 재
인용).
2) 1995~2007년 곡물 및 원유 공급량은 KOTRA(2008).
3) 1998~2008년 밀가루와 석유제품 공급량 및 2008년 곡물 및 원유 공급량
은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에 나오는 금액 및 단가 자료로부터 어림 계산
한 추정치.
4) 1995~1997년 밀가루 공급량은 중국해관통계.
5) WFP에 보고된 식량원조 물량은 <부표 5>.
주 : 밀가루 및 석유제품 공급량은 반올림 처리된 단가 자료로부터 추계한 것으로서,
다소 부정확한 수치임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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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중국은 2004~2005년에 약 5,000만 달러의 비용을 들
여 북한의 대안시에‘대안친선유리공장’(2005년 10월 완공)
을 건설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음(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006).
- 또한, 식량과 석유 외에도 각종 현물 지원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됨.

(2) OECD에 보고된 국제사회의 지원 실적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통계 DB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
회의 원조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점에서 매
우 불완전한 자료임.
- OECD 통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주요 원조 제공자인 한국, 중
국, 일본의 대북원조 금액이 누락되어 있음.
- 미국의 원조금액도 1999년부터 비로소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에도 일부분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58)

상원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석유, 그 중 특히 원유는 유상원조, 즉 차관
으로 공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그 경우 일정 기간 후 북한의 채무액을 전
부 또는 일부 탕감해 주었거나, 앞으로 탕감해줄 가능성이 있음. 한편, 중국무역통
계에 표시된 대북한 석유공급단가는‘우호가격’이 아니라 국제가격에 준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음.
58) 미국정부의 대북지원 실적은 <부표 12>에서 집계된 것과 <부표 13>에서 집계된 것
이 크게 다른데, <부표 12>의 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보임. <부표 13>에서는 일부분
이 누락되어 있고 회계연도 처리 방식이 다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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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

OECD에 보고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
단위 : 백만 달러

총액

다자간
기구

EU
회원국

미국

호주

스위스

기타

1995

13.48

11.94

-

1.09

-

0.12

0.33

1996

25.57

16.49

-

3.51

0.43

2.32

2.82

1997

88.28

53.11

-

12.38

5.97

4.55

12.27

1998

108.77

83.36

-

7.07

2.52

4.66

11.16

1999

200.78

35.63

146.32

8.49

3.97

2.00

4.37

2000

73.30

46.38

1.58

9.62

7.09

2.61

6.02

2001

117.64

64.98

0.25

37.66

4.55

4.53

5.67

2002

265.17

75.52

131.17

47.16

2.03

3.43

5.86

2003

130.99

51.66

42.90

19.35

2.10

3.98

11.00

2004

160.48

47.23

55.71

30.17

3.26

3.90

20.21

2005

86.81

41.47

7.91

15.52

4.63

4.23

13.05

2006

54.52

23.33

0.40

15.40

2.71

6.04

6.64

2007

98.12

26.97

32.51

20.44

5.55

5.92

6.73

총계

1,423.91

578.07

418.75

227.86

44.81

48.29

106.13

자료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itics Online Database.
주 : 당해년 가격 및 순지급액(net disbursements) 기준.

- 그리고 이 자료는 공적개발원조 통계이므로, 국내외 민간단체
의 대북지원을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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