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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공적개발원조(ODA)라는 말은 이제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다.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발

전했다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하였다. 한국이 해외에 주는 원조

는 2007년에 국민총소득(GNI)의 0.07%였으나 지난해 0.12%로 확대

되었으며 2015년에는 0.15%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의 원조금액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하면 원조를 효과 있게 하느냐

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선진국들의 

원조가 후진국들의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다는 증거는 많지 않다. 선진국들의 원조가 수원국들의 초등교

육 확대에 기여했다든가 말라리아를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만 원조의 궁극적인 목표인 

경제성장과 빈곤퇴치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원조의 낮은 효과에 대해서는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책임이 있다. 수원국의 경우 부정부패로 인해 

원조가 빈곤 퇴치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관료들의 사치품 구입 등에 잘못 사용될 수 있다. 따라

서 공여국으로서는 원조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제도가 투명한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여국의 경우 공여국들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된 사업에 원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원조의 

효과가 떨어지기도 한다. 정책 컨설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조의 경우 공여국들 사이에 상반되는 정

책 권고를 제시함으로써 수원국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외원조는 어떤가? 한국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

였기 때문에 경제개발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저개발국가들에게 전수해줄 수 있다는 큰 강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선진국들은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다른 선진국들이 저개발국들에게 전수해 줄 

수도 없다.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원조를 제공하자는 것이 한국형 ODA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잘 알

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원조를 하자는 것이다. 저개발국들도 이러한 한국의 경험을 알고 있기에 그것

을 전수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형 ODA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이 상황이 다르

고 문화도 다른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의 경험이 유례가 없는 만큼 다른 나라

에 적용할 때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정책과 조화롭게 시

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원조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공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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