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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원 배분 비중
무상 유상

중점

협력

분야

1. 인적자원개발을통한경제성장기반및국가경쟁력강화 20%
-

2.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 향상 30%
3. 농업 및 농촌개발을 통한 빈곤감소 15% 10%
4. 전력공급 안정성 개선을 통한 국민 후생 증진 및

균형적 경제발전 기반 강화
5% 60%

기타 프로그램 30% 30%
총 계 100% 100%

Ⅰ. 원조 성과 평가 

□ 네팔 제1차 국가협력전략(2013-2015) 개요

ㅇ 우리나라의 對네팔 1차 국가협력전략(이하 CPS)은 네팔의 장기적 국가 비전

및 3개년 국가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네팔

평화 정착 및 경제 발전 기반강화를 통한 빈곤감소 및 균형 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취약 지역 및 집단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성장 기반 확충에 주력

ㅇ 중점협력분야로서 ①인적자원개발 ②보건의료체계 강화 ③농업 역량강화

및 농촌개발 ④전력공급 안정성 개선에 전체 재원의 70%를 집중하며,

범분야로 양성평등과 환경에 대해 통합적인 지원 추진을 계획함.

<네팔 제1차 CPS의 중점협력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 (총괄) 지난 5년(2010-14)간 약 15개 부처·기관*1) 에서 약 9,685만 달러

규모의 원조사업을 추진함(집행액 기준).

* (참여부처·기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관세청,

교육청, 농촌진흥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한국

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EDCF)

1) ODA 모니터링 시스템 상 참여부처·기관 명단은 2012년도부터 확인 가능



- 2 -

구분 에너지 교육 보건
무역정책

및 규제

농수산

림업
통신

환경

보호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금액 33.46 22.86 15.38 4.94 4.56 3.59 2.48 2.44

% 35 24 16 5 4.71 3.70 2.56 2.52

<한국의 對네팔 지원 추이(2010-14)>

(백만 달러, 총지출, 명목가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무

상

약정 10.56 19.65 8.27 17.13 23.9 79.51

집행 7.91 11.67 12.15 16.77 14.9 63.4

유

상

약정 - - - - - 0

집행 13.41 9.86 9.17 0.89 0.12 33.45

계(집행) 21.32 21.53 21.32 17.66 15.02 96.85

자료: OECD 통계

ㅇ 무상원조사업으로 2010-2014년간 총 6,340만 달러를 지원함.

ㅇ 유상원조사업의 경우, 2010-2014년간 총 3,345만 달러를 지원함.

□ (분야) 2010-14년까지 우리나라의 對네팔 ODA 지원은 에너지(34.6%),

교육 (23.6%), 보건(15.9%), 무역정책 및 규제(5.10%) 순으로 상위 분야를

차지함.

<한국의 對네팔 분야별 지원 현황(2010-14)>

(백만 달러, 총지출, 집행액, 명목가격)

자료: OECD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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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원국 분석

1  수원국 개발현황

□ 일 반

ㅇ (개황) 인도 북부 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국가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수력자원이 풍부하며

3,155만 명(2015년)의 인구를 보유함.

ㅇ (정치) 10년 간 이어졌던 내전이 2006년에 공식적으로 종결되고 이어

2008년에 왕정이 종식된 후 정치적 불안과 공백이 있었으나, 2013년 11월

총선에서 네팔의회당이 집권하며 평화로운 정치체제 전환을 이뤄가고 있음.

- 2015년 9월 신헌법이 제정 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Bidya Devi

Bhandari 대통령과 Khadga Prasad Sharma Oli 부통령이 선출되었음.

ㅇ (국제관계) 정치·경제적으로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ㅇ (빈곤감소) 국제 빈곤선($1.25) 이하 비율이 7년 동안 약

53%(2003/04)에서 25.16%(2010/11)로 절반 이상 감소되는 성과를 보이나,

여전히 많은 수의 인구가 빈곤선 이하 혹은 빈곤선 근처에 머물러

있음.

ㅇ (MDG 달성) 네팔 정부는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8개

목표 대부분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것으로 평가함.

- 특히 빈곤감소, 5세 이하 아동사망률, 위생시설 접근율 목표는 달성되었고,

모성보건 증진,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양성평등, 모자보건 등의 목표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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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국
내
경
제

GDP 억 달러 189 193 198 214 241

1인당 GDP 달러 686 693 703 751 837

경제성장률 % 4.8 4.1 5.4 3.4 4.4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백만달러 909 635 908 1,067 -639

외환보유액 〃 4,307 5,294 6,027 - -

□ 경 제

<네팔 주요 경제 지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6 세계국가편람)

주: e=estimate, f=forecast

ㅇ (거시경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서남아시아 평균 보다 낮은 연평균

약 4%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농업및서비스업등주요경제부문에대해외부요인(기후변화, 강우량등)의영향이

크며, 미비한제조업기반시설및인프라등이네팔경제의위험요인으로인지됨.

ㅇ (대외거래) 직물 및 농산물 등 저부가가치 제품을 주로 수출하여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관광 수입 및 해외 근로자의 송금

등으로 적자를 보전하여 2012년부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소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음.

* 주요수출품(2014) : 의류, 콩류, 카페트, 직물, 과즙, 황마제품

* 주요수입품(2014) : 석유제품, 기계류 및 장비, 금, 전자기기, 의약품

- GDP의 약 25.6%(2013)에 달하는 해외송금유입액의 대부분이

일상생활 자금으로 소비되어 투자재원이 부족함.

ㅇ (산업구조)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 대부분이 설탕, 맥주, 의류 등 소비재 산업 중심임.

* 산업구조(2014) : 서비스업 56%, 농업 30%, 제조업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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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간개발지수* 0.451 0.534 0.531 0.536 0.540 0.543 0.548 -
1인당 GNI (Atlas, 달러) 230.0 310.0 540.0 610.0 690.0 720.0 730.0 730.0
초등학교 순등록률 72.6 - - 98.4 99.4 98.8 94.4 96.9
초등학교 수료율 67.2 76.8 - - 102.3 102.0 104.1 105.7
중학교 순등록률 - - 50.5 54.7 57.6 58.8 59.7 60.4
중학교 수료율(lower secondary) 42.7 - 68.3 68.7 75.0 79.5 82.8 84.4
모성사망비(10만명 당) 548.0 444.0 349.0 328.0 308.0 291.0 275.0 258.0
5세 이하 아동 사망률(1,000명 당) 80.6 60.0 45.4 43.1 40.9 39.0 37.4 35.8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77.1 82.2 87.0 88.0 88.9 89.8 90.7 91.6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21.7 29.9 37.9 39.5 41.1 42.6 44.2 45.8

- 열악한 인프라, 잦은 파업과 노동분쟁,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특성 및

협소한 내수시장 등이 제조업 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업 및 제조업은 각 1.3%, 1.6%의 낮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서비스업은

6%의 높은 성장률(2013년)을 기록함.

ㅇ OECD 국가위험도 등급은 2014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함.

□ 사 회
<네팔 주요 사회 지표>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uman Development Index

ㅇ (인간개발) 네팔의인간개발지수는 0.548(2014)로 188개국중 145위를차지하여,

과거 기록 대비 지수는 향상 되었으나 국별 순위가 하락한 추세를 보임.

* 서남아시아 평균 HDI(2014년) 0.607, 네팔은 2000년 173개국 중 142위(0.451)

ㅇ (균형성장) 경제성장 및 절대빈곤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종 및

카스트, 성별 간 불균형이 잔존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농촌의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지표가 꾸준히 향상되어 도시와 차이가

미미하나, 가옥 부지 내 식수시설 지표는 도·농간 큰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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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성>

지표 2000 2015
농촌 식수 접근성 74.5% 91.8%
도시 식수 접근성 94.3% 90.9%
농촌 위생시설 접근성 18.3% 43.5%
도시 위생시설 접근성 43.6% 56.0%

지표 2011
농촌 가옥 부지 내 식수시설 19%
도시 가옥 부지 내 식수시설 42.6%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2015), WHO Urban health Profile

- 신규 노동시장 진입인력(연 45만 명 수준)을 수용할 일자리가 부족하여

매년 해외취업자 수가 증가(2013년 기준 약52만 명) 중임.

ㅇ (교육) 초·중등교육 등록률 및 수료율 모두 개선되었으나, 기초교육(1-8학년)

이후 중등교육으로의 진학률 및 기술교육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초등학교 순등록률 : 72.6(2000) → 96.9(2015)

* 초등학교 수료율 : 67.23(2000) → 105.7(2015)

* 중등학교 순등록률 : 50.50(2010) → 60.4(2015)

* 중등학교 수료율 : 42.68(2000) → 84.4(2015)

ㅇ (보건) 영아사망률(5세 이하), 모성 사망비, 신생아 사망률이

감소되었으나, 일부 보건 지표에 대한 지역간 편차가 존재함.

* 5세 이하 영아사망률(1,000명 당) : 80.6(2000) → 35.8(2015)

* 모성 사망비(10만명 당) : 548(2000) → 258(2015)

* 신생아 사망률(1,000명 당) : 59.6(2000) → 29.4(2015)

- 지역 간 유아 예방접종률의 경우, 홍역의 경우 동부(98%) 및 서부(94%)

지역이 중부(85%), 중서부(79%), 극서부(86%)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예방 접종률이 높음.

- 제3차 국가보건프로그램 2015-2020(Nepal Health Sector Program III)에

기초한 보건 사업이 시행 중이며 보편적 의료보장실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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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 실행을 위한 노력이 감지됨.

□ 인프라

ㅇ (전체) 네팔은 전반적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5-2016 글로벌경쟁력지수의 인프라 경쟁력 부문에서

2.2/7점 및 131위(총 140개국)를 차지하였음.

ㅇ (에너지) 43,000MW에 달하는 높은 수자원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각한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송전 시설 부족 및 전력

손실이 전력 부문의 문제로 지적됨.

* 2014/2015 기간 동안 인도에서 수입한 전력(1,369.89GWh)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네팔 내 자연재해로 인한 수력발전소 및 전력망 손상으로 국내 IPPs를 통해 구입한

전력이 다소 감소함.

- 네팔의 전력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네팔전기청(Nepal Electricity

Authority)에 따르면 2014/2015에 가용 가능한 총 전력은 5,005.69GWh로

증가했으나 전력 손실로 인해 실질 가용 전력은 3,743.75GWh에 그침.

ㅇ (교통) 내륙국의 특성 상 여객과 화물 운송에 대한 도로 의존도가

높으며, 현재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인도의 콜카타 항만을 통해서 제3국

수출이 가능하여 수입 및 수출 비용이 높음.

- 2016년 3월 중국 내 항만 접근권이 포함된 MOU를 중국정부와

체결하였으며, 향후 지역 내 철도 건설 방안을논의하여 네팔의 수출입 통로

다원화를 모색 중임.

ㅇ (도로) 최근 10여년동안지방도로를중심으로도로가 3배가량 연장되어도로망

밀도는 100km2 당 48km이나, 도로관리부재로인한문제는해소되지않음.

* 전략도로는 약 11,000km, 지방도로는 약 60,000km에 달함.

* 전국도로망중약11%정도만포장도로이며, 이는전략도로의약50%m, 지방도로의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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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2013).

ㅇ (항공) 산악지역연결에필수적인항공편은관광산업에도매우중요한요소이기에,

네팔은카트만두의 Tribhuvan 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총 50개의 공항을 보유하고

6개의신규공항을건축중이나 18개의공항이운영되지않고있음.

□ 범분야

ㅇ (환경) 네팔은 세계의 0.1% 정도 되는 작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25번째로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하고 있는 자원 강국이자

대표적인 기후변화 취약국으로 고온현상과 강수량 저하로 인한 수자원

고갈, 가뭄, 산불 등 재난의 위험을 안고 있음.

- 약 48,000km2(1990년)에 이르는 산림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땔감 및 주거지

마련 또는 불법 벌목 등의 이유로 산림 면적이 약 36,000km2 까지 감소함.

- 도시 가구의 40.1%와 농촌 가구의 92.3%가 난방과 식사준비를 위해 땔감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및 벽돌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임.

*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나 감시, 행정 능력 등의 부족도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환경보호 및 보전을 위한 다양한 법과 규정이 수립되었고 총리실 산하에

관련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 비활성화 및 부서 간 연계 미약으로

인해 이를 실행하는데어려움을겪고 있음.

ㅇ (양성평등)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의 등록률과 수료율에서 남녀 간

격차가 낮으나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차별이 발생하며, 사회계층간 또는

지역 간 성불평등 격차가 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음.

* 네팔의 성불평등 지수는 0.489로 188개 국가 중 108위(2014)

* 초등교육 양성평등지수(GPI) : 0.8(2000) → 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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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교육 양성평등지수(GPI) : 0.7(2000) → 1.1(2015)

* 고등교육 양성평등지수(GPI) : 0.4(2000) → 0.8(2013)

 - 가부장적 문화와 가치가 여성의 권익옹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성폭력과 조혼 등 병폐들이 남아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이

문맹일 경우에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남.

* 2005-2013 조혼 비율 : 10%(만 15세), 41%(만 18세)

- 농촌에 사는 여성들이 성차별에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법으로

금지된 낮은 카스트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음.

2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 국가개발전략 분석

ㅇ 네팔의 국가계획위원회(NPC, National Planning Commission)는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이 아닌 3개년 단위의 국가계획(TYIP, Three Year Interim

Plan)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14차 3개년 계획(2016/17-2018/19)을 실행 중임.

- TYIP 비전 : 2022년까지 모든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네팔을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발전

<네팔 3개년계획의 주요 목표>

목표 분야

1. 연평균 성장률 6.0%로 상승 : 농업

4.5%, 비농업 6.7%

2. 빈곤선 이하 생활자 18%로 감소

3. 성불평등 지수 개선

4. 최빈곤 사회적 집단의 빈곤감소율 상승

(국가 평균 빈곤감소율 보다 높게)

1. 인프라 : 에너지, 교통, 도시개발 (상하수도, 위생 등)

2. 농업 생산성, 품목 다양화, 상업화 : 도로, 관개, 공급

등에대한투자

3. 관광 : 공항등인프라및민간투자조건형성, 일자리공급

4. 사회서비스 및 보호 : 보건, 교육, 식수, 위생, 기술

및 성평등 개선, 식량 및 일자리

5. 정부 및 공공 재정 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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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체계 및 공여국 협력체계

□ 수원 체계

ㅇ 네팔 원조 총괄기관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이며, 재무부 산하

고위급 개발협력 정책 집행 위원회(High-Leve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Implementation Committee)와 국제경제협력조정국(IECC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Coordination Division)이 중심으로서 관련 부처,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개발협력 사업 수행의 주인

의식과 책무성 실현, 효율적 재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ㅇ 네팔 정부와 개발협력 파트너 간의 조율을 위해 정부-개발파트너 공동

메커니즘(Government-Development Partner Joint Mechanism)이 운영되고

있으며, 분기별 지역개발파트너회의(Local Development Partners Meeting)를

통해 네팔 정부와 지역 개발 파트너 간 개발협력 정책 실행이 논의됨.

- 정부 주도 네팔 포트폴리오 실행 리뷰(Nepal Portfolio Performance Review)가

연 1회 개최되며, 시행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논의를 통해 네팔 정부와 지역 개발 파트너 간의 공동 책임을 증대함.

□ 對네팔 공여국 지원 현황

ㅇ 2010-2014년간 對네팔 총 해외원조액은 50억 2,282만 달러(총 지출 기준)로

무상 41억 5,005만 달러(83%), 유상 8억 7,277만 달러(17%)이며, 무상원조

규모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 반해, 유상원조 규모가 2013년에

크게 증가함.

- 같은 기간 동안 순지출 기준으로 42억 5,212만 달러(무상 41억 5,005만

달러, 유상 1억 207만 달러)를 지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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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지출(net disbursement) 기준: 당해기간 중 지원된 총 금액에 유상원조 차관상환액을

공제한 금액

ㅇ 2010-2014년 간, 상위 공여국 및 기관은 세계은행(20%),

아시아개발은행(14%), 영국(13%), 일본(7%), 미국(7%) 등으로, 우리나라는 이

기간 동안 2%(9,685만 달러)를 지원함(총지출 기준).

- WB(2014-2018) : ▲경제성장 및 경쟁력 향상, ▲포용적 성장 및 부의

재분배 기회 증대를 목표로 7가지 세부 목표*를 지원

* 전력 공급량 향상, 국내 및 인도 간 교통망 연계성 개선, 민간부문 투자환경 개선,

농업 생산성 및 상업화 증진, 교육 접근성 개선, 네팔 내 빈곤층 보건 및 영양

서비스 접근성 개선, 사회안전망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 영국(DFID) : 교육, 보건, 도로인프라, 네팔평화신탁자금, 서비스분권화를

지원

* 현 중점분야의 적용기간이 2016년으로 연장되었음.

- 일본(JICA) : ▲빈곤감소(농업 및 농촌 개발, 기초교육, 보건), ▲민주주의와

거버넌스(민주화, 포용적 거버넌스), ▲사회·경제 인프라 향상(교통, 전력, 식수

공급, 도시환경)을 지원

ㅇ 공여국 및 기관간 협의체(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ners' Group)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원조조화를 추구하며 분야별 작업반을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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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ODA 추진시 고려사항

□ 2015년 4월 발생한 7.8 규모의 지진피해 재건복구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으로,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조정을 통해 재건 복구에

적극 기여할 필요가 있음.

ㅇ 대지진 이후 네팔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 복구계획(재건복구계획, Post

Disaster Recovery Framework/2016-2020)추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의

중점 협력분야 지원 방향과 상호 부합한 사업 형성 검토가 필요함.

ㅇ 타원조기관및 국제기구 등 개발 파트너와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효과적인 재건복구참여가 요구됨.

* 우리정부가 KOICA를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네팔 누와꼿군 지진피해 보건 분야

재건복구 지원 사업이 이에 해당

□ 2006년 10월 내전이 종식 후, 약 10년의 헌법 제정 과정을 거쳐 2015년 9월

헌법을 최종 제정, 공포하였기에 해당 헌법에 반영된 주요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네팔은 모자보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반면, 여전히 지역, 소득, 민족 간

보건의료 수준차이가 크게 나타남. 네팔 보건 분야 지원계획(NHSP-III,

2015-2020) 실현과 보건 서비스의 형평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보건 분야

지원이 요구됨.

ㅇ 우리나라는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모자보건 환경개선, 보건 분야 역량 강화

및 재건복구 지원 등을 지원해옴으로써 동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므로,

계속적인지원을통해한국의우위확보가가능함.

□ 네팔 농업분야발전전략(ADS)에 부합한 사업형성이 필요하며, 네팔

경제 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농업 종사자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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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고려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대안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초등교육 지원은 타 공여기관에 의하여 지속 지원되고 있으나 네팔

고등 교육(대학연구) 지원이 전무한 바,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 네팔 내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술교육 제도 및 역량강화에 지속적으로 지원할필요가 있음.

□ 네팔은 세계 제2의 수자원 보유국임에도 실제 발전량은잠재량의 2% 정도로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 대한 개발 수요가 높음.

ㅇ 최근 인도가 10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에 합의한 바 있으며, 중국

기업들이 수력발전소 개발에 투자 중임.

ㅇ 한국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접합시켜, 네팔의 전력 인프라 확대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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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중소득국으로

도약

2022년까지 중소득국으로 도약
경제적 빈곤 원인 해소, 국민의 긍정적인 삶의 질 변화,

정의롭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국가를 형성

네팔 제14차

국가개발계획

2016/17

-

2018/19

빈곤층 인구 17%까지 감소
국가 발전목표 및 과제의 통합적 달성

발
전
목
표

정부․민간
분야의공동
기여를통한
통합적․지
속가능한
경제발전
달성

인프라
기반 시설
구축

발전목표
대상그룹
및분야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사회서비스
접근성제고
및질적
향상

기후변화
적응력을
고려한
개발 사업
이행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선

이
행
과
제

관광,
제조업,
무역부분
개발

수력발전및
기타
에너지원
개발및
도로건설

농업분야
생산성,
다양성,
상업성
개선

기초교육,
보건,식수
위생부분
개선

천연자원및
환경보호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선

한국의

지원목표

 기초보건 역량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기반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농업가치사슬확대를통한농촌지역소득증대및국가균형발전에기여

 수력발전및신재생에너지생산역량지원을통한전력공급안정성개선

중
점
분
야
별

지
원
방
향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 확충 및 기초보건 서비스 개선

▪의료보험 서비스 실현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

▪소녀들의 건강한 삶의 증진에 기여

교육 분야 ▪청년층기술인력양성을위한기술교사역량강화및고등교육역량향상

지역개발
분야

▪자조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농촌지역개발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따른 농업개발

에너지
분야

▪수력발전및신재생에너지생산역량확충을통한산업기반시설구축

Ⅳ.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1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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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목표) 네팔 제14차 국가개발계획(2016/17~2018/19)에 부합한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네팔 국민의 빈곤 수준 완화 및 네팔

정부의 최빈국졸업 계획 달성을 지원

ㅇ 중점 협력대상국으로서 네팔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및

사회 경제 인프라 구축 달성에 기여를 목표

□ (중점협력분야 선정기준) 네팔의 국가개발계획, 한국의 원조 역량

및 경험, 기회·장애요소, 예상 재원 규모, 타 공여국과의 공동협력,

분야 간 연계성을 고려

□ (중점협력분야) 최소 총 지원 금액의 70%를 지원

① (물관리 및 보건위생) 기초보건 역량 강화 및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

② (교육)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 기반 및 국가 경쟁력 강화

③ (지역개발) 농업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촌지역 소득 증대 및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

④ (에너지) 수력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역량 지원을 통한
전력공급 안정성 개선

□ 실행 전략

ㅇ 대 네팔 원조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사업효율성(efficiency),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원조 조화(harmonization)의 3대 가치를 추구

ㅇ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OECD/DAC 파리선언, 부산글로벌

파트너십 이행계획 등 국제원조규범 등을 준수한 원조 사업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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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가정 사항

ㅇ 물류 이동 및 자재수급이 어려운 내륙국 특성 극복

ㅇ 개정 헌법 이행 추진

ㅇ 자연재해(지진, 홍수)에 대한 국가 또는 사업 취약성 감축 및 적응력 개선

ㅇ 기후변화에 따른 사업 환경변화 예측 및 대비

2  중점협력분야

(1)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개발 수요

ㅇ 네팔 정부는 3개년 국가개발계획(2016/17-2018/19)에서 공공보건

서비스 질적 향상 및 접근성 제고를 강조하며 모든 국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보장을 국가 발전 목표 중 하나로 채택함.

- 특히, 네팔 보건 분야 지원계획(NHSP-III, 2015-2020)을 통해 동 분야 중에서도

모자 보건, 생식 보건, 전염성 질환 통제 및 보건 재정에 초점

ㅇ 네팔 기초보건 상황은 MDGs 4, 5 목표 관련 지표에서 상당히

개선됨.

- 5세 이하 사망률(2015)은 1,000명 당 35.8로 서남아시아 지역평균 43.08보다

낮은 수준이나, 모성사망률(2015)은 10만명 당 258을 기록하여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이에 네팔 정부는 보건 관련 MDG 4, 5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성,

아동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투입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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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네팔은 또한 남아시아권역 국가 중 미성년자 임신비율(2014년 기준 1,000명당

72.5명)이 파키스탄(48), 인도(38.5), 스리랑카(24.1)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국가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보건, 생식보건 사업 관리가

필요함.

ㅇ 네팔 정부 보건 분야 전체 예산의 28%를 지원하고 있는 보건 부문

공여기관 협의체(EDP, External Development Partners)는 모자보건, 영양,

생식보건, 전염성 질환, 보건 재정 등 주요 부분에서 향후 5개년 계획을

포괄한 ‘네팔 보건 분야 지원계획 (NHSP-III, 2015-2020)’을 수립하여 향후

5년 간 네팔 정부의 보건 분야 주요 방향을 설정함.

ㅇ 네팔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관련, 이론상 전체 보건

의료 서비스 지출에서 가구직접지출비용(OOPE, Out of Pocket

Expenditure)이 30-40%를 초과해서는 안 되나, 2004-2009년 기준 네팔 전체

보건의료 지출 (THE, Total Health Expenditure) 중 가구직접지출비용이

35.3%*를 차지하여 여전히 보건 서비스 접근 장벽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정부 지출비용 35.3%, 비영리 단체 및 공여기관 지출비용 30%, 민간보험 지출비용이

0.2%를 차지

* 가구별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하여 네팔 정부는 3개 군 대상 공공 의료보험 제도의

시범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취약한 보건의료 체계(지역간 편차, 의료시설, 의료인력,

공공의약품 공급 등)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하는 과제 잔존

□ 한국의 원조역량

ㅇ (보건의료) 한국은 1970년대 초반 모자보건법 제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단위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업무체계화, 가족계획요원 및 보건진료원 등

단계별 보건 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 의료재정 역량강화 등을 통해

단시간내국민건강수준을향상시킨성공적인경험을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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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네팔 내에서 취약 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기반 보건

의료 재정 역량강화 지원 등 기존의 관련 분야 사업 추진 경험이 있으며,

보편적 의료보장 부문 관련, 네팔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 WHO,

세계은행 및 GIZ가 공동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음.

(2) 교육 분야

□ 개발 수요

ㅇ 네팔 정부는 3개년 국가개발계획(2016/17-2018/19)에서 ‘청년고용 향상을

통한 포괄적인 경제 성장’ 및 ‘국민의 균형적인 삶의 질 개선을 통한

빈곤층 감소’를 주요 발전목표에 반영하고, 경제 주요 부문에 걸쳐 기반

시설 구축, 고용기회 창출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세부 전략

내용으로 명시함.

ㅇ 동 계획에서 특히 7대 우선순위 분야 중 하나로 ‘농업, 관광, 제조업,

수출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 및 경제 성장’과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질적 향상’을 채택하고 2030년까지 실업률을 현 27.8%에서

10%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ㅇ 또한 네팔 정부는 연 45만 명이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두터운 청년층 인적

자원이 국가성장의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고 국내 산업 및 해외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숙련 기술인력 양성, 기술교사

역량강화를 비롯한 기술직업 교육훈련 과정 개선 및 취약집단의

교육접근성 향상 등을추진중임.

ㅇ 더불어 취약국인 네팔의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소를 실현하기 위한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 구축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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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등교육 부문 관련, 네팔 정부의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 편성 비중은

약 10% 안팎으로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및

계획이 미흡한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축적 및 창출을 위한 네팔 고등교육 연구 분야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함.

□ 한국의 원조역량

ㅇ 한국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산업화 및 경제 성장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교육직업훈련 제도 및

과정 개발을 비롯하여 자동차, 전기․전자, 정보통신(ICT) 등 공과별

교육과정, 풍부한 전문가 확보 등에서 강점을 보유, 기술교육직업훈련

분야의 국제적인 비교우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국가경쟁력보고서 중 한국의 고등교육 및 훈련분야 순위(2015): 140개국 중 23위

[3) 지역개발 분야

□ 개발 수요

ㅇ 네팔 정부는 2015년 수립한 20개년 농업발전전략(ADS, 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 2015-2035) 및최빈국졸업계획에 따라 농촌 및 농업개발

전략안을 재설정함.

ㅇ 농업발전전략(ADS)은 농업 부분 개발을 국가 발전의 선결 과제로 인지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 상업화를 통한 식량안보 확보 등 목표

달성을 위하여 농업 기반시설 및 생산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목표를

수립함.

ㅇ 네팔의 농촌 및 농업개발을 위하여 해결해야하는 주요 과제로 지역

거버넌스 강화, 소규모 농업 인프라 등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 교육․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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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서비스 및 사회적 자본 지원 확대, 지역주민 농업 생산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비농업 경제 활동 발굴, 자연재난 대응력

강화 등이 있음.

□ 한국의 원조역량

ㅇ 한국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농업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농업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다수 설립 및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농업 기술 개발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영농 지도자 육성으로

농촌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농촌지역 개발 및 도 농간

균형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종자개량과 재배기술 개발, 투입재 확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농업 부가가치 증대, 첨단 농업 기술

개발을 이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풍부한 인적 자원을 양성함.

ㅇ 이러한 우리의 농업분야 발전경험은 지역기반 조직 및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지역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새마을 운동의 방향성과 현재 네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개발자조 역량강화(LGCDP,

Local Governance and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등) 이니셔티브와

유사성이 있어효과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접점 모색이 가능함.

[4) 에너지 분야

□ 개발 수요

ㅇ 네팔의 수력발전 잠재력은 83,000MW로, 이 중 경제성이 있는 기술적

포장 수력만 약 43,000MW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약 2%만이

개발되어 총 수력발전 설비 용량은 829MW에 불과함.

- 네팔 정부는 제14차 국가개발계획(2018/19)을 통해 2018/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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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발전 설비 용량을 2,279MW까지 확대하고 인구 대비 전력

접근성을 87%까지 개선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ㅇ 전체 인구 74%만이 수력발전, 화력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생산하는 전력에 접근이 가능하며 건기에는 400MW 가량의 전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바, 전력 공급 확대 필요함.

ㅇ 네팔 전력청은 향후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를 매년 97MW(현재 총 설비용량의

15.8%)씩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함.

* 2017년까지 잠재 수요는 현재보다 약 2.4배 증가된 1,526MW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원조역량

ㅇ 우리나라는 우수한 수력발전 기술 및 송배전 전력 손실율이 3%로 세계

수준의 발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력분야의 기술협력 등 비교우위가

있으며, 에너지 전문연구 기관을 보유고 있음.

3  분야별 지원방안

  
(1)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기본 방향

ㅇ 모자보건 서비스 강화

ㅇ 의료보험제도 및 보편적 의료보장 증진을 위한 기반환경 구축

ㅇ 여성청소년 대상 학교보건 및 성생식보건 증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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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진피해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재건 및 복구 지원

□ 보건의료 프로그램

ㅇ 우리나라는 네팔의 3개년 국가개발계획 및 제2차 5개년 보건부문 지원계획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모자보건 서비스 강화 및 의료보험제도 구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에 해당 역량의 지속적인 축적 및 발휘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

ㅇ (모자보건 역량강화) 개발소외 지역에서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

취약집단 (여성 및 아동, 소수민족, 빈곤층, 불가촉천민 계층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하여 네팔의 보건부분 국가발전목표 달성에 기여

-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기반 접근을 통한 1차보건의 증진 지원

- 보건의료체계 강화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강화

- 모자보건증진등을위한 UNICEF 및 UNFPA, WHO 등과의협력과연계강화

ㅇ (보편적 의료보장 역량 강화) 네팔 보건재정 역량강화 및 의료보험

제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양․다자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타

공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장기적 지원방안을 모색

* 보편적의료보장(UHC) 증진을 위해서는 네팔 의료보험제도 및 보건재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므로, 보건재정 전략 및 관련 법/규정 수립, 기존 무료 의료서비스 제도와의

통합 등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지원을 통한 기반환경 구축이 필요

- 보편적 의료보장 증진을 위한 보건재정체계 구축 등에 있어 GIZ 및

WHO 등과의 협력과 연계 강화

ㅇ (소녀들의 건강한 삶) 소녀들의 건강한 삶의 증진을 위한 여성청소년

대상 학교보건 및 성생식보건 증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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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친화적 학교 보건환경 개선(성생식보건서비스) 및 학교 보건교육을

통한 성생식 보건 인식 증진

ㅇ (보건의료체계) 지진피해 복구 중기전략에 입각한 재난에 대한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보건의료체계 재건 및 복구 지원

- 현지 주민 대상 지진피해 복구 및 대비 관련 건설기술 교육* 제공을 통해

재난 적응력 배양

* 보건의료시설 건축물 철거 및 잔해제거, 재건 및 복구, 내진설계 기반 시공

- 지진피해 보건의료시설 복구 및 관련 기자재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 기능

정상화

- 복구․재건 시설에 보건의료정보 시스템 도입 및 운영환경 조성

- 지진발생 이후 취약성이 심화된 여성 및 소녀 대상 생식보건, 트라우마

극복 또는 외상 후 상담치료 보건의료 인력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역량강화 지원

(2) 교육 분야

□ 기본 방향

ㅇ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사역량 강화

ㅇ 고등교육 연구역량 강화

□ 교육 프로그램

ㅇ 네팔의 3개년 국가개발계획(2016/17-2018/19)상 설정된 국내 산업기반

강화 및 취업률 향상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단계적

지원 방안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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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사역량 강화) 청년층 기술역량 향상의

선결요인인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사 역량의 중요성에 기반 하여,

네팔정부의 직업 교육훈련 제도수립 과정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강화를

지원

- 기술교육직업훈련 자격검정 등 동 분야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타

원조기관(ADB, SDC, 핀란드 등)과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연계 방안

모색을 통해 사업효율성 및효과성 강화

ㅇ (고등교육 연구역량 강화) 고등과학 지식 축적을 목표로 대학교육 및

자체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네팔 국가발전에 기여

ㅇ (종료사업 민관협력 활성화) 종료사업 수원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기관

출신 기술 인력이 국내외 취업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네팔

내 산학 연계 등 민관협력 방안 모색

(3) 지역개발 분야

□ 기본 방향

ㅇ 농산물 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농업 및 농업 외 경제활동 기회 창출

ㅇ 포괄적인 농촌지역개발 실현

□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

ㅇ 네팔의 3개년 국가개발계획 및 농업발전계획 등에 연계하여 네팔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 중장기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단계적 이행을 통해

최빈국 졸업계획 달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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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포괄적인 농촌지역개발) 농업 및 농업 외 경제활동 기회 창출을 통한

농촌소득 증대, 개인/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개발, 교육․보건 등

사회서비스의 균형지원을 통한 상호 견인작용(mutually reinforcing) 창출

및 사회적 자본 형성 요소를 포괄한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 지원

ㅇ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및 생계활동 지원) 생물다양성, 환경, 지역 문화

등을 고려한 과학에 기반을 둔 농업 시스템 등과 같은 농업기술 확충 및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농업/비농업 부분

소득창출 활동의 다변화를 통한 농촌 소득 증대 지원

ㅇ (범분야 이슈) 농업기술 개발 및 농촌지역 종합개발 사업 진행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여성 참여 확대, 지속가능한 발전 등

범분야 이슈 주류화

ㅇ (원조조화) 농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타 원조기관과의 상시 협의 및 공동수

요 분야 발굴을 통한 공동 협업 추진

(4) 에너지 분야

□ 수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ㅇ 신재생 에너지 및 수자원 발전 부문 지원에참여하고 있는타원조기관(ADB,

JICA 등) 및 네팔 내 유관기관(대학교, 민간 기업 등)과의 협업 방안 모색을

통한 사업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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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개발목표(네팔 2022 최빈국졸업 계획)

: 경제적 빈곤의 원인을 해소하여 네팔 국민의 긍정적인 삶의 질 변화를 통한

정의롭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국가를 형성하여 2022년까지 최빈국 졸업 달성

CPS 목표 : 분야별 목표 포괄

중점
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제약요인

분야별
성과

평가 지표

물관리

및

보건위생

기초보건역량강화를

통한보편적의료보장

실현

- 네팔정부의

보건정책일관성,

추진의지및

역량

- 모성사망율 감소

기여

- 소외지역모자보건

수준향상

- 보건서비스의

물리적,재정적

접근성 향상 기여 CPS 적합성
해당분야사업이
CPS목표달성에
적절히발굴
되었는지여부

사업 정상 추진
여부

CPS에 적합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

교육

인적자원개발을통한

경제성장기반및

국가경쟁력강화

- 기술 인력을

흡수할 내수

산업 부족

- 정부 재정

및 관리역량

- 기술교사역량강화

(교사및학생자격증

취득율향상,

교육과정개선등)

- 고급연구인력

양성

지역개발

농업가치사슬확대를

통한농촌지역소득

증대및국가균형

발전에기여

- 농촌 및 농업

인프라 취약

- 농업기반의

소득향상 한계

- 사업지원대상지역

농민소득향상

- 농업생산성향상

- 공동체 자조역량

강화

에너지

수력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역량

지원을 통한 전력

공급 안정성 개선

- 인프라 건설

및 관리역량

- 정치외교적

환경

- 네팔 수력발전

생산량 증대 및

전력 보급률

향상 기여

주요 가정 사항

1. 물류 이동 및 자재수급이 어려운 내륙국 특성 극복

2. 개정헌법 이행 추진

3. 재해에 대한 국가 또는 사업 취약성 감축 및 적응력 개선

4. 기후변화에 따른 원조 사업 환경변화 예측 및 대비

4  결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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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행전략

1  협력방안

□ 분야별 타 공여기관과 협력 강화

ㅇ (보건) 의료보험제도 및 보건재정 사업 관련 해당 이슈에 참여하는

타 공여기관(GIZ, WB, WHO, SVC 등) 과 협력 강화

- 특히, 모자보건 서비스 역량강화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한 효과성 제고 및 네팔 정부의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

ㅇ (교육) 네팔 기술교육직업훈련(TVET) 정책 및 이행계획에 부합한

효과적인 활동 이행을 위하여 ADB, SDC 등 타 공여기관과 활동 조율

및 협력 강화

ㅇ (농업) 네팔 농업기술 역량 강화에 공동이해를 가진 타 원조기관과

협력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계적 사업 형성

□ 수원국내외 민관분야 협력 강화

ㅇ 사업형성 시 현장 주도의 수요조사 이행 및 네팔 연구기관 및

대학과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네팔 내 수요맞춤형 사업 발굴

□ 유․무상 간 연계 강화

ㅇ 분야별 기술협력 등 유․무상 협력 모색을 통한 비용효과성 및

개발효과 창출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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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조효과성 및 SDGs 기여방안

□ 원조 일치

ㅇ 네팔 정부의 개발협력정책, 2022 최빈국 졸업계획 및 네팔의 SDGs 달성에

부합한 분야별 사업 발굴 및 중장기 지속가능한 발전 역량 확충 지원

ㅇ 네팔정부와의정기적인정책협의및실무자간논의를통해사업발굴단계부터

국내 및 네팔 관련 정책과의 일관성, 분야간․사업간 연계 가능성 검토

ㅇ 또한 역사적, 지역적, 사회․문화적인 배경 등 네팔이 가진 국가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상호 이해 부족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발생 최소화

□ 원조 조화

ㅇ 공여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고 원조 협업 등 이해관계자 별 원조조화

강화를 위하여 중점협력분야를 중심으로 공여기관 회의 정기 참여

ㅇ 동일국가 사업의 경우 무·유상 사업간 연계, 각 부처 협력사업간 협업,

사업에 여러 분야 요소의 적용, 봉사단 파견, 연수생 초청 등 형태별

사업간 연계를 장려함으로서 개발협력사업의 파급효과 도모

□ 네팔 내 공공시스템 활용

ㅇ 네팔 정부의 원조통계 시스템(AMP) 활용 및 데이터 등록, 보건 분야

예산 지원 검토 등 네팔 정부의 공공시스템 활용 확대 방안 모색

□ 네팔 내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

ㅇ 사업 추진시 네팔 내 해당분야 전문기관(연구, 학계, 민간단체 등)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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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참여및교류를적극확대하여사업내용의네팔적응도향상에기여

□ SDGs 기여

ㅇ (SDGs 기여) 국제 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SDGs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도 SDGs를 주류화 하여 수립

-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분야·방식·체계에 SDGs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유엔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 이후 새로이 발표되어 추진 중인 정부의

개발협력 구상 또한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이행함으로써 SDGs 달성에

전략적 기여

- “Leave No One Behind” 2030 개발의제의 주요 원칙에 따라, ODA

사업 전반에 걸쳐 성평등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증진(아래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 권고지침 참고)

< 성인지적 관점 적용 권고지침 >
① 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성 분석(Gender Analysis)* 실시
* 성별에따른노동활동패턴, 가정및사회내성별간관계와여성의의사결정참여정도등을조사․분석

② 사업 설계 단계에서는 성 분석 결과를 감안, 성과지표 및 사업계획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

* 예 : 여성의 필요를 반영한 목표 삽입, 성별 분리된 목표치 설정

③ 사업수행단계에서는계획된성평등관련조치의성실한이행및다양한관계자와공유
* 계획 외, 가용한 여성 참여수단 지속적 모색 및 활용

④ 사업 평가․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산출 및 성과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
* 사업의 수혜대상자 및 성과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기술

※보다상세한내용은국조실에서기통보한ODA 사업의성인지적관점적용지침('15.8.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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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인 대응 방안 모니터링 시기

1. 정치적 불안 상황 발생

(정치적 혼란)
ㅇ 사업수행 시 정책지속성과 정치변화요인 분석
ㅇ 사업과 연계된 정책의 지속성 여부 모니터링

분기별

2. 테러로 인한 자산 피해
ㅇ 피해 규모 및 안전상황 점검
ㅇ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
ㅇ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분기별

3. 거시경제적 불안상황

발생

ㅇ 경제환경변화를실시간반영한원조예산조정및적시투입
ㅇ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ㅇ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

분기별

Ⅵ.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1  모니터링 방안

□ (통합모니터링) 우리나라 ODA사업 전반의 정보 공유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평가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활용

ㅇ 사업개시 2년 전부터 기관별 예비사업을 공유하여 ODA 사업

발굴 단계 부터 사업간 연계방안을 협의하여 지속적인 관리 진행

ㅇ 수원국 ODA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이 회의를 통해 ODA

사업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리스크 매트릭스)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국가별 리스크 매트

릭스를 작성하여 모니터링 시 이를 적극 활용

ㅇ 리스크 매트릭스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명시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작성

ㅇ 시행기관은 명시된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시 합동대응

<리스크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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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재해 및 전염병 발생
ㅇ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지원 검토
ㅇ 전염병 발생 시 사업 일정 및 환경 점검
ㅇ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상 시

5. 법적·제도적 장애물 또는
변경사항 발생

ㅇ 법적·제도적 장애요인·변경사항 및 사업과의 연계성 분석
ㅇ 사업진행 계획 변경 필요 검토

연 1회

6. 수원국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 변경
ㅇ 수원국과의 대화채널 점검 및 재설정
ㅇ 변경된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브리핑 조속히 실시

상 시

7. 공여국간 협력 악화 ㅇ 공여국 대화채널 확대 모색 분기별

2  평가 방안

□ (평가목적)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 시 반영

□ (평가시기) 중간점검은 CPS 수립시점으로부터 2~3년경과 후 필요시

진행하며, 종료평가는 CPS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실시

□ (평가유형) 각각의 평가는 중점협력분야별로 목표, 제약요인,

성과, 평가 지표 등을 반영한 '결과평가틀‘을 기반으로 실시

ㅇ (중간점검) 수원국 국가개발전략 변경, CPS 수정 필요사항 발생

등 필요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ㅇ (종료평가) 국가별로 평가의 중요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소위원회 주관의 평가와 시행기관의 자체평가를 적절히 분배하여 실시

* 단 시행기관 자체평가시 그 결과에 대해 평가소위의 심의 의결 필요

평가시기 평가주체 비 고

중간점검
CPS 적용
2-3년 후

국조실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시 CPS 수정

종료평가
CPS 종료
6개월 전

국조실,
시행기관(자체평가)

시행기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서는 평가소위의 심의·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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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내용) ODA 시행사업, 중점협력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ㅇ (시행사업) 사업별 평가는 사업 시행기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하되,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포함

ㅇ (평가기준) OECD DAC 5대 평가원칙(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및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기반하되 필요시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평가

ㅇ (중점협력분야) 시행기관의 사업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결과틀

평가 지표인 ‘CPS 적합성’과 ‘사업 정상추진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평가 절차 도식도>

□ (평가환류) 개별사업 및 현행 CPS에 대한 중간점검, 종료평가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차기 CPS에 반영

ㅇ 종료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료평가 결과 및 제언에 대해

주관기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료평가 보고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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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네팔 주요 경제지표

경 제 지 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국

내

경

제

G D P 억달러 189 193 198 214 241

1 인 당 G D P 달러 686 693 703 751 837

경 제 성 장 률 % 4.8 4.1 5.4 3.4 4.4

재 정 수 지 / G D P % -0.6 2.1 2.2 1.4 -2.2

소비자물가상승률 % 8.3 9.9 9.0 7.2 8.0

대

외

거

래

환율 (달러당, 연중) NR 85.2 93.0 99.5 103.5 108.8

경 상 수 지 백만달러 909 635 908 1,067 -639

경상수지/GDP % 4.8 3.3 4.6 5.0 -2.7

상 품 수 지 백만달러 -4,947 -5,545 -6,427 - -

수 출 〃 1,004 998 1,002 - -

수 입 〃 5,951 6,543 7,428 - -

서 비 스 수 지 〃 29 205 188 - -

외 환 보 유 액 〃 4,307 5,294 6,027 - -

외

채

현

황

정부채무 / G D P % 36.3 32.3 28.3 25.1 26.5

국내정부채무/GDP 〃 13.6 12.3 10.4 7.1 7.3

해외정부채무/GDP 〃 22.7 20.0 17.9 18.0 19.2

총 외 채 잔 액 백만달러 4,279 3,893 3,539 3,823 4,531

총외채잔액/GDP % 22.7 20.2 17.9 17.9 18.8

단 기 외 채 백만달러 200 169 179 158 -

외채상환액/총수출 % 6.0 2.5 2.9 1.7 1.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6 세계국가편람)

주: e=estimate, f=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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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순위 지표값
전반적 인프라 124/138 2.6/7
도로 인프라 118/138 2.8/7
철도 인프라 - -
항만 인프라 136/138 1.3/7
항공수송 인프라 131/138 2.6/7
이용가능한항공(available airline seat kms/week, millions) 83/138 101.7
전력 공급 132/138 1.8/7
100명당 휴대폰 가입자 100/138 96.7
100명당 유선전화 108/138 3.0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간개발지수* 0.451 0.534 0.531 0.536 0.540 0.543 0.548 -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 - 25.2 - - - - -

1인당 GNI (Atlas, 달러) 230.0 310.0 540.0 610.0 690.0 720.0 730.0 730.0

초등학교 순등록률 72.6 - - 98.4 99.4 98.8 94.4 96.9

초등학교 수료율 67.2 76.8 - - 102.3 102.0 104.1 105.7

중학교 순등록률 - - 50.5 54.7 57.6 58.8 59.7 60.4

중학교 수료율(lower secondary) 42.7 - 68.3 68.7 75.0 79.5 82.8 84.4

모성사망비(10만명 당) 548.0 444.0 349.0 328.0 308.0 291.0 275.0 258.0

5세 이하 아동 사망률(1,000명 당) 80.6 60.0 45.4 43.1 40.9 39.0 37.4 35.8

HIV/AIDS 발병률(15-49세) 0.2 0.3 0.3 0.3 0.3 0.2 0.2 0.2

결핵 발병률(10만명 당) 163.0 163.0 163.0 162.0 161.0 159.0 158.0 -

기대 수명 62.3 65.5 68.0 68.4 68.8 69.2 69.6 -

홍역 예방접종 비율(12-23 개월) 71.0 74.0 86.0 88.0 86.0 88.0 88.0 8.5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77.1 82.2 87.0 88.0 88.9 89.8 90.7 91.6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21.7 29.9 37.9 39.5 41.1 42.6 44.2 45.8

초,중등학교남학생대비여학생총등록비율 0.7 0.9 1.0 1.0 1.1 1.1 1.1 1.1

성불평등지수(GII)* 0.658 0.630 0.496 0.558 0.485 0.479 0.489 -

남성대비 여성의 노동 참여율* 90.5 90.4 91.2 91.4 91.5 91.7 91.8 -

<참고 2> 네팔 주요 인프라 지표

자료: World Economic Forum (2016)

<참고 3> 네팔 주요 사회지표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5), Human Developm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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