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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원국 분석

1  키르기즈 공화국 현황 

(1) 전략적 중요성 

□ (양국관계) 키르기스스탄은 우리와 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對중앙아시아 외교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1992년 수교

이후 다방면에서 우호협력관계 발전 중

□ (대외정책방향) 중앙아 지역 교통 중심지인 키르기스스탄은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핵심 대상국 중 하나로, 최근 포스트 코로나

우선 협력국*으로 지정되는 등 높은 협력 잠재력 보유

    * 대표사업 : 키르기즈 국립 감염병원 개선사업(’20-‘26/약 302억원, 기획재정부(EDCF))

□ (협력 잠재력) 키르기스스탄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CIS 지역 내

민주주의 이행 선도국가로, 상대적으로 대외경제 개방도*가 높고,

대외 안보협력**에도 적극 참여중

→ 향후 안보·경제 등 다방면의 협력 강화 기대

    * CIS 국가 최초 WTO 가입국이자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국

   **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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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국 발전 제약요인

가. SDGs상 이행상황이 ’심각‘한 분야

□ (일자리) 키르기스스탄의 실업률은 ‘20년 기준 7.9%(UN SDSN '21),

저임금,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공식 고용의 비중 高

ㅇ ’키‘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업기회 확대와 소득수준

개선을 강조

□ (혁신, 통신) 인터넷 사용 인구 비중은 ‘19년 38%로, ‘12년 19.8%

대비 약 두 배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SDG 목표치를 하회, 광대역

인터넷의 이용률은 5% 미만으로 낮은 수준

ㅇ ’키‘ 정부는 ‘Digital Kyrgyzstan ‘19-‘23’ 전략을 수립, 인터넷

연결망 확충, 디지털 문해력 제고, 전자정부 구현,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

□ (산업화, 인프라) 무역 및 교통 관련 인프라의 품질 지수인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는 ‘18년 기준 2.38점(5점

만점)으로 역내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환경 개선이 필수적

ㅇ ’키‘ 정부는 교통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신규 도로 5,000km의

건설을 통한 도로 포장률 60% 달성‘을 중기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국가채무 등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투자가 어려운 상황

□ (평화·정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3년

24점에서 ‘20년 31점(UN SDSN '21)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개선 필요

ㅇ ’키‘ 정부는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국가 순위 25% 이내 진입을

목표로 제시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 통관 등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통합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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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국 개발 계획 및 요청사항 등

□ (장기) ‘18년 발표된 ‘국가발전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18-‘40’은 ‘40년까지부강하고자주적인선진국으로의도약을비전으로 제시

ㅇ 개인-가족-사회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국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권리와 자유 신장에 중점을 두어 ①사회개발 , ②경제개발 ,

③거버넌스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장기 계획 포함

ㅇ ‘23년까지의 중점분야별 중기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부문별 장기 목표를 토대로 수도인 비슈케크

(Bishkek)와 7개 주의 개발 여건을 반영한 세부목표를 설정

    * 키 정부는 ’18년을 ‘지역개발의 해’, ‘19년을 ‘지역개발과 디지털화의 해’, ‘20년을 ‘지역개발, 디지털화, 

아동 지원의 해’로 지정하는 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정책 우선순위로 지정

ㅇ 비전 달성을 위한 이행방안으로는 ▴신규 개발관리 체계 도입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개편 ▴기술 활용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강조

< 키르기스스탄 국가발전전략 2018-2040 >

자료: Kyrgyz Republic(2018).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Kyrgyz Republic 2018–2040

부문별 장기 목표

1. 사회개발 2. 경제개발 3. 거버넌스
Ÿ 의료제도 확립
Ÿ 교육제도 개선
Ÿ 청년정책 수립
Ÿ 사회보장제도 수립
Ÿ 고용 및 연금제도 개선
Ÿ 가족정책 개선
Ÿ 국민 통합
Ÿ 키르기스어 사용 확대
Ÿ 문화 발전
Ÿ 세속주의 확립

Ÿ 국가 경쟁력 강화
Ÿ 인적 역량 강화와 고용 창출
Ÿ 투자 환경 개선
Ÿ 거시경제 안정성 및 정책 일
관성 제고

Ÿ 우호적 기업환경 조성
Ÿ 양질의 사회기반시설 구축
Ÿ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적응
Ÿ 지역개발
Ÿ 산업 경쟁력 강화
Ÿ 농산업단지 개발
Ÿ 경공업 효율화
Ÿ 관광업 개발

Ÿ 행정제도 강화
Ÿ 3권분립 강화
Ÿ 법치주의 강화
Ÿ 지방자치 확립
Ÿ 국가 안보 증진
Ÿ 실용주의 외교정책 추
구

Ÿ 디지털 전환 촉진
Ÿ 시민사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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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국가발전전략의 5개년 이행계획으로 채택된 ‘국가발전프로

그램(Development Programme of the Kyrgyz Republic: Unity. Trust.

Creation) ‘18–‘22’는 ‘40년까지의 중기 목표와 세부과제를 제시

ㅇ ①공공행정, ②경제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③경제개발, ④인간

개발 각 부문의 현황과 기대효과, 이행조치 및 성과지표를 포함

ㅇ 4대 부문별 개발전략 추진시 고려하여할 범분야 이슈로

▴젠더 ▴환경 ▴ ICT를 제시

< 키르기스스탄 국가발전프로그램 2018-2022 >

자료: Kyrgyz Republic(2018). Development Programme of the Kyrgyz Republic: Unity. Trust. Creation

부문 중점분야 세부목표

1. 공공행정 Ÿ 전자정부
Ÿ 책무성

Ÿ 삶의 질 향상
Ÿ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국가 순
위 25% 이내 진입

Ÿ 행정기관 신뢰도 75% 초과 달
성

Ÿ 연간 GDP 성장률 최소 5% 달
성

Ÿ 재정적자 GDP의 5% 이내 유지
Ÿ 50만개 일자리 창출
Ÿ 빈곤율 20%로 감소
Ÿ 평균수명 3년 연장 및 심혈관
계 질환 사망률 50% 감소

Ÿ 영유아교육 취학률 80% 달성
및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최소 15단계 상승

Ÿ 인구의 80%에 깨끗한 물 공급
Ÿ 신규 도로 5,000km 건설을 통
한 도로 포장률 60% 달성

Ÿ 초고속 인터넷 및 디지털 방송
제공범위 100%로 확대

Ÿ 1인당 주거면적 18 m² 공급
Ÿ 사회정의 및 사회보장 제도 개
선을 통한 국민 신뢰도 75% 
초과 달성

Ÿ 기업환경(Doing Business) 순
위 전 세계 50위 내 진입

Ÿ 2023년까지 GDP 중 중소기업
점유율 50% 달성

2. 경제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Ÿ 거시경제 안정성 및 통화 정책
Ÿ 대외경제정책
Ÿ 투자정책
Ÿ 조세 및 관세 정책
Ÿ 중소기업 개발
Ÿ 국가자산 관리 및 민관협력
Ÿ 금융제도(은행, 보험, 주식·채권
시장)

3. 경제개발 Ÿ 농산업
Ÿ 관광 및 서비스업
Ÿ 경공업
Ÿ 건설업
Ÿ 산업
Ÿ 에너지
Ÿ 교통
Ÿ 광산업

4. 인간개발 Ÿ 인간개발
Ÿ 교육
Ÿ 건강
Ÿ 사회보장
Ÿ 공공인프라
Ÿ 문화 및 가치
Ÿ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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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 공여 활동

(1) 주요 공여국·기관 공여활동(전략분야·예산)

□ (지원 현황) 지난 10년간 키르기스스탄으로 유입된 ODA 총액은
50.9억 달러로, 다자기구가 22.6억 달러(44.3%), DAC 회원국이

16.0억 달러(31.5%), non-DAC 회원국이 12.3억 달러(24.2%)를 지원

□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공여국) 양자에서는 러시아(32.8%, 931백만달러),

미국(20.6%, 584백만달러), 독일(12.7%, 359백만달러) 등이며, 다자에서는

ADB(29.9%, 674백만달러), 세계은행 (25.1%, 566백만달러)이 집중지원 중

ㅇ 양자에서는 그 뒤를 일본(8.5%, 241백만달러), 터키(8.1%, 231백만달러)

등이 따르는 중

< 대키르기스스탄 ODA 공여 순위 >

<다자기구> <양자 공여국>

순위 기구　
금액

(백만
달러)

비중

1 ADB 674.0 29.9%
2 세계은행 565.6 25.1%
3 EU 348.0 15.4%
4 IMF 211.2 9.4%
5 글로벌기금 109.7 4.9%
6 OSCE* 70.0 3.1%
7 IsDB** 66.1 2.9%
8 IFAD 43.4 1.9%
9 UNPBF*** 37.7 1.7%
10 GAVI 25.5 1.1%
다자 ODA 총액 2,256.0 100%

순위 국가

금액

(백만
달러)

비중

1 러시아 930.7 32.8%
2 미국 584.2 20.6%
3 독일 359.1 12.7%
4 일본 241.0 8.5%
5 터키 230.6 8.1%
6 스위스 224.3 7.9%
7 영국 62.4 2.2%
8 한국 51.9 1.8%
9 사우디아라비아 23.3 0.8%
10 UAE 18.0 0.6%
양자 ODA 총액 2,838.2 100%

주: 2019년 constant price 기준, 2010~2019년 누계.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 Islamic Development Bank. ***: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Fund

자료: OECD Stat.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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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상위 공여국 분야별 지원현황 >

주: 2019년 constant price 기준, 2015~2019년 누계
자료: OECD DAC CRS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접속일: 2021. 6. 2)

1)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cad=rja&uact=8&ved=2ahUKEwjVwv
S5y9LuAhXKGaYKHfBYBMMQFjACegQIBBAC&url=https%3A%2F%2Fwww.ebrd.com%2Fdocuments%2Fstrate
gy-and-policy-coordination%2Fstrategy-in-kyrgyz-republic.pdf%3Fblobnocache%3Dtrue&usg=AOvVaw31T
aZV_rRJdbYlr9DIjtJH

2) ADB(2018). Kyrgyz Republic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8-2022). 

< 주요 공여국·기관의 키르기스스탄 지원전략과 중점분야 >

공여국/
기관

전략서 중점분야

EBRD
Russian-Kyrg

yz
Development 
Fund (RKDF) 

EBRD Kyrgyz 
Republic Country 

Strategy 
2019-20241)

1. 비즈니스 환경개선, 상품 및 서비스 확대, 금융
접근성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2. 무역 활성화 및 국경 간 연결성 개선을 통한
통합 촉진

3. 민간부문 참여 촉진 및 친환경적이고 상품화된
공공서비스 개발

아시아
개발은행
(ADB)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8-20222)

지원목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간개발
향상, 삶의 질 개선에 기여
1. 경제 성장 및 다변화 지원
2. 공공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3. 지역 협력과 통합

미국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2020-20253)

지원목표: 포용적이고 번영하는 키르기스스탄의 역
내 민주주의 선도 지원
1. 민주주의와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강화
2. 모든 시민을 위한 경제적 기회 다양화

세계은행

Kyrgyz Republic-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or the 

period 
FY19-FY224) 

1. 포용적인 민간부문 주도의 성장 기반 강화
2. 생산성 향상 및 연결성 구축
3. 경제적 기회 확대와 회복력 제고

독일 KfW 웹사이트5) 1.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2. 보건

자료: 각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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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 공여활동을 통한 시사점

□ 주요 공여기관은 키르기스스탄의 국가발전전략 상 거버넌스,

사회개발, 경제개발 분야를 포괄하는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교통·에너지 ▴보건·교육 ▴거버넌스 개선 등을 중점 지원

ㅇ (세계은행) ’키‘의 국가발전프로그램 ’18-‘22을 지원하고자 ▴민간

부문 주도의 경제성장 기반 마련 ▴생산성 및 연계성 향상

▴경제적 기회 확대를 중점분야로 설정

- SDG9(산업·혁신·인프라), SDG8(일자리·경제성장), SDG6(물관리·위생),

SDG4(교육), SDG16(부패·정의), SDG2(농업)의 이행을 지원

ㅇ (미국) ’키‘의 국가발전전략 ’18-’40에 부합하도록 ▴부패근절과

사법 개혁 ▴지역개발 ▴경제활동 기회 확대 ▴교육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중심으로 지원전략 수립

- 이를 통해 SDG16(부패·정의)을 주축으로 SDG8(일자리·경제성장),

SDG3(보건), SDG4(교육)의 이행을 지원

ㅇ (ADB) ’키‘의 국가발전프로그램 ’18-‘22에 부합하는 ▴경제성장 및 산

업 다각화 지원 ▴공공·사회서비스 접근성 개선 ▴지역 간 협력 강

화를 3대 전략 축으로 설정

- SDG8(일자리·경제성장), SDG9(산업·혁신·인프라), SDG1(빈곤), SDG3(보건),

SDG4(교육), SDG6(물관리·위생) 달성을 지원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institutional-document/455921/cps-kgz-2018-2022.pdf
3) USAID(2020).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Kyrgyz Republic. 

https://www.usaid.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DCS-Kyrgyz_Republic-September-2025.pdf
4) World Bank(2018). Kyrgyz Republic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or the period FY19-FY22. 

http://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358791542423680772/pdf/Kyrgyz-Republic-Country-Partne
rship-Framework-for-the-Period-FY19-FY22.pdf

5) 
https://www.kfw-entwicklungsbank.de/International-financing/KfW-Development-Bank/Local-presence/Asia/Kirgisis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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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공여활동 

(1) 지원현황 및 실적

□ (지원 규모) 우리나라의 對키르기스스탄 ODA로 지난 5년간 총
4,688만 달러가 제공, 무상원조의 비중이 100%를 차지

< 한국의 對키르기스스탄 ODA 지원 규모 추이 (2016-2020) >
(단위: 달러)

     

주: 총지출액 기준. /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ㅇ (시행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가장 높은 비중(85%)을
차지, 그 외에 교육부, 농촌진흥청, 관세청, 기획재정부

< 키르기스스탄 ODA 실적: 상위 시행기관 >
(단위: 달러)

시행기관
2016~2020년

총 지원금액
비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 39,733,308 85%

교육부 1,734,817 4%

농촌진흥청 954,816 2%

관세청 697,650 1%

기획재정부 516,236 1%

외교부 489,874 1%

지방자치단체(경기도) 417,63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7,114 1%

행정안전부 384,543 1%

한국수출입은행(EDCF) 340,523 1%

기타 1,197,177 3%

주: 총지출액 기준./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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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주요 지원 분야) 공공행정·시민사회 항목이 가장 큰 비중(35%) 
차지, 그 외 교육, 기타 다부문, 식량 원조/식량안보 지원, 농림어업 등

< 키르기스스탄 ODA 실적: 상위 분야 >
(단위: 달러)

분야
2016~2020년

총 지원금액
비중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16,251,933 35%

교육 7,423,629 16%

기타 다부문 6,975,223 15%

식량 원조/식량안보 지원 4,048,600 9%

농림어업 3,582,445 8%

무역정책 및 규제 1,943,107 4%

통신 1,232,772 3%

비특정분야 1,166,648 2%

보건 1,162,872 2%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904,482 2%

기타 2,191,981 5%

주: 총지출액 기준 /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 키르기스스탄 ODA 실적(2016~2020): 상위 사업 >
(단위: 달러)

시행기관 사업명 지출액

한국국제협력단
키르기즈공화국 전자주민카드(e-NID) 도입 사업
(`16-`18/746만달러)

7,016,131

한국국제협력단
키르기즈공화국 UNDP 소방구조 역량강화사업
('19-'22/700만달러)

5,783,236

한국국제협력단
키르기즈공화국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5-`17/400만달러)

3,359,338

한국국제협력단
WFP 키르기즈공화국 빈곤계층 식량안보 지원사업
(2016-2018/400만달러)

3,066,340

한국국제협력단
키르기즈공화국 새마을기반 지역개발 시범사업
(`17-`20/450만달러)

2,451,763

한국국제협력단
키르기즈공화국 유기농업정책 이행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19-`23/500만달러)

1,733,326

한국국제협력단 KF(Kyrgyzstan Friends) 실크로드 문화관광 사업 1,180,774

한국국제협력단 한-WFP 식량안보 프로그램(`15-`19/2,000만달러) 982,260

한국국제협력단 키르기즈스탄 선거역량 강화사업(‘14-’16/615만달러) 916,003

한국국제협력단
키르기즈스탄 이주민지역 지역사회기반 아동건강증진
사업(2017-2019/1,049백만원/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741,546

주: 총지출액 기준 /자료: 대한민국 ODA 통합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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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DA 추진 SWOT 분석

< 키르기스스탄 개발협력 SWOT >

SWOT 국내 요인 수원국 요인

강점

- 키르기스스탄의 개발수요(디지털, 
농촌개발 등)에 대한 우리측 비교
우위 보유

- 무상원조기본협정 체결을 통한 
협력기반 존재

- 기 지원사업의 성과에 따른 긍정적 
이미지 보유

- 정상회담, 고위급 방문 등 양국 간 
우호적 협력관계 

- CIS 지역 내 민주주의 이행 선도 
국가

- CIS 지역 타국가 대비 높은 대외
경제 개방도

- 노동력 풍부

약점
- 타 공여국 대비 적은 예산 
- 국내 사업수행기관의 낮은 진출도 

및 우수 사업기관 풀 부족(KOICA)

- 재정건전성 악화로 교통, 통신 등 
기초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 부진

- 부패 만연, 후견주의 지속, 법치주의 
미비 등 거버넌스 취약

- 제조업 등 자생적 산업발달이 
미흡하여 노동력 해외 유출 심각

- 이중 내륙국가로 높은 물류비와 
복잡한 통관 절차 등에 따른 대외
교역 한계

기회

- 신북방정책 대상국가 
- 코로나19 대응 등 한국의 보건분야 

경험 및 기술력에 대한 관심도 
- 한-EAEU FTA 검토에 따른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

- 디지털화, 지역개발에 대한 키르
기스스탄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

- 러시아, 중국의 자본침식을 탈피
하기 위한 경제협력 다변화 수요

위협 - 국내 기업의 투자 및 진출 관심 
저조

-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에 따른 
정치·사회 불안정 심화

- 역내 국가와의 수자원, 국경, 종족 
갈등 지속

- 아프가니스탄 정세 변화로 인한 
역내 안보위협 가중

- EAEU 중심의 경제블록화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 심화

자료: KIEP-관계기관 협의회(EDCF, 2021. 6. 22; KOICA, 2021. 6. 29.), KIEP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
탄 전문가 간담회(발표자: 수출입은행 조영관 선임연구원, 2021. 7. 28), KIEP 전문가간담회
(KOTRA, 2021. 8. 10.), 주키르기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문(2021. 8. 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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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개발협력 우선순위

□ 수원국의 SDGs 이행현황, 국가개발전략, 개발 수요를 고려하고,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중점협력분야를

지정하여 ODA 사업 적극 발굴·추진

ㅇ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보건 분야 지원 확대하고,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과 연계된 전략 분야 ODA 확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도 추진

<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추진방향 체계도 >

□ (양국간 협의 분야)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등 다양한 계기,

농업·섬유·관광 등 산업 및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온바, 동 분야 후보사업 발굴‧지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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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1  기본 방향  
CPS 추진목표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사회 발전 및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키르기스스탄 
국가발전전략
2018-2040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비전) 2040년까지 부강하고 자주적인 선진국으로의 도약

(방향) 국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권리와 자유 신장에 중점
 ①사회개발, ②경제개발, ③거버넌스 측면의 장기목표 제시

키르기스스탄 정부 
행동계획 2026

National Development 
Programm of the 

Kyrgyz Republic until 
2026

(목적) 2040년 장기비전 달성위한 중기목표와 세부과제 제시

(내용) 7개 주요주제에 대한 현황, 이행조치 및 성과지표
①위기대응, ②공공개혁, ③개발환경 조성, ④경제개발 주요
분야, ⑤사회개발, ⑥대외정책 및 국가안보, ⑦특별개발 주요 분야

(주요 지표)
- 연간 GDP 성장률 최소 5% 달성, 1인당 GDP 1,500달러 달성
- 인간개발지수 5단계 상승, 글로벌경쟁력지수 10단계 상승
- 온실가스 배출 17% 감축

한국의 지원 목표

ㅇ기후변화 영향 감소 및 그린 경제체제로의 진입 지원
ㅇ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생산성증대를 통한 소득증대 지원
ㅇ공공부문 디지털화 지원을 통한 행정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ㅇ보건의료체계 개선 및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개선

중
점
분
야
별
 
지
원
방
향

환경
분야

ㅇ (SDG 13.1-3) 저탄소 전환 지원
ㅇ (SDG 13.1-3) 녹색회복 및 기후적응 지원

농림수산
분야

ㅇ (SDG 2.3) 농업 생산성 증대 및 시장성 강화
ㅇ (SDG 2.4)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공공행정
분야

ㅇ (SDG 16) 공공부문 디지털화 추진기반 강화
ㅇ (SDG 16) 공공부문 디지털화 확대

보건위생
분야

ㅇ (SDG 3.1,2,4) 기초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건프로그램 지원
ㅇ (SDG 3.3) 감염병 대응 및 보건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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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협력분야 및 개발 우선순위 선정 사유

(1) 중점협력분야

□ (중점협력분야 선정 기준) 키르기즈공화국의 국가개발전략 및
부문별 실행계획, 양국 간 정책협의, 한국의 비교우위, 기 추진

사업과의 연계성, 키르기즈공화국의 소득수준 및 경제성장 전망,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원조조화를 고려

□ (중점협력 분야) 환경, 농림수산, 공공행정, 보건위생 분야를

중점 협력분야로 선정

① (환경 ) ▴2050 탄소중립 달성지원을 위한 저탄소 전환 및 ▴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을 지원

② (농림수산) ▴농업 분야별 농업생산성 증대 및 시장연계를 통한

소득증대, ▴키르기스스탄 전통 공동체문화(아샤르)에 기반한 농촌

개발을 적극 지원

③ (공공행정) ▴디지털정부 구축을 위한 기반구축, ▴분야별 디지털화

확대를 키르기즈 정부 맞춤형으로 단계별, 체계적으로 지원

④ (보건위생) ▴기초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보건프로그램 지원, 
▴글로벌 보건위기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지원을 통한 보건 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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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우선순위 선정 사유

 환경
(개발 수요)
ㅇ 키르기스스탄도 환경오염·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부족, 가뭄
발생 등의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으며, 키르기즈 정부는
국가개발전략 ‘18-’40에서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적응”을 강조

ㅇ 키르기즈 정부는 그린경제발전 프로그램 ‘19-’23*(Green Economy

Development Programme)을 기반으로 탄소저감 노력을 경주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를 채택

    * (주요 분야)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농업, 녹색 산업, 저탄소 환경친화적 교통, 
지속가능한 관광, 폐기물 처리 및 그린시티

   **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Protection from Emergencies for ‘18-’30

- `21.9월 키르기즈 정부는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승인*하였으며, 10월 천연자원환경기술감독부를 신설하여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전담토록 지정

    * UNDP "Climate Promise"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립. ‘25년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16.63%까지, ‘30년 15.97%까지 감축 목표 설정

(한국의 원조역량)
ㅇ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계획, 그린뉴딜 전략에 따라 저탄소
발전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기후변화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강점을 보유

ㅇ 우리 정부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지원, 기후변화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풍부

ㅇ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환경오염 저감 및 에너지효율 향상
역량강화 사업, 자연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중으로, 향후 한국과의 동 분야 협력강화에 관심다대



- 15 -

 농림수산
(개발 수요)
ㅇ 키르기스스탄 농업 종사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20%이나,
농업생산액은 전체 GDP의 13% 수준

- 농업 활동 대부분이 1차 생산에 집중되어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및 유통 가치사슬 확대 역량이 부족

ㅇ ‘18년 기준 농산품 교역 적자가 약 3억달러로 교역불균형을

보이고 있으며(FAO) 이는 소규모 농가 위주의 농업구조 뿐만
아니라 낙후된 농업 인프라로 인한 낮은 생산성에도 기인

- 다만 키르기스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으로서, 회원국 간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므로, 농산품 품질개선 및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

ㅇ 한편 키르기즈 정부는 ’21.1월 특별행정명령을 통해 빈곤율이

높은 남부지역 개발정책을 적극 추진중

(한국의 원조역량)
ㅇ 우리 정부는 농수산 교역을 신북방 8대 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여 농식품 시장개척, 스마트팜 수출확대, 농수산 분야
ODA 등 다양한 하위과제를 적극 추진중

ㅇ 우리 정부는 그간 키르기스스탄에서 KOICA, 농촌진흥청 ODA

사업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수원국 내 농업분야 주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협력 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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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행정
(개발 수요)
ㅇ 키르기즈 정부는 국가발전전략 ‘18-’40과 연계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기전략으로 ‘디지털 키르기스스탄(The Digital

Transformation Concept, Digital Kyrgyzstan) ’19-‘23’을 수립

- 주요 목표로 디지털정부 구축을 통한 정부 효율성과 책무성

제고, 정책결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ㅇ 키르기즈 정부의 디지털화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자정부

발전수준* 및 시민의 서비스 접근성*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

정부 디지털화를 통한 공공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高

    * 전자정부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83위,

      온라인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 66위

   ** ①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30점(100점 기준, ‘19년)

      ② 키르기즈 정부는 ‘부페 근절 국가전략(The State Strategy for Combating 

Corruption and Eliminating its causes in Kyrgyz Republic) ’21-‘24’을 수립 

(한국의 원조역량)
ㅇ 한국은 그간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디지털화를 꾸준히 지원*해

왔고, 양국 고위급 교류 계기에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수원국의 신뢰와 기대가 높은 편

     * (성과사업) ① 전자주민카드(e-NID) 도입 사업 ('16-'18/746만달러/KOICA)

                 ② 선거역량강화사업사업 (`14-`16/615만달러/KOICA)

ㅇ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부부처의 전자정부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를 구축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ICT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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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
(개발 수요)
ㅇ 키르키스스탄의 의료체계는 소련 시절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와 의료인프라 부문의 개선여지가 大.

ㅇ 이에 키르기즈 국가개발전략 ‘18-‘40은 ‘의료제도의 확립’을 최우선
개발목표로 제시하면서, 의료체계의 질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

- 키르기즈 정부의 공중보건의료체계 개발 프로그램 ‘19-’30은

인간중심의 공중보건체계를 마련하고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건강 불평등을 완화를 목표로 제시

ㅇ 지난 20년 동안 비전염성 질병과 관련된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되어
왔지만, 여전히 비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16년 기준 24.9% 
기록(‘21 SDG 인덱스 대시보드)

   - 이에 정부는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을 정부 공중보건의료

체계의 주요 기능으로 설정, 이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의 양적 
증가와 기능을 보강할 필요

< 공중보건의료체계 개발프로그램 2019-2030 세부 실행계획 >

번호 실행 계획 공중보건 의료 및 비전염성 분야 관련 활동 

1.2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한 공중 의료체
계의 근대화

새로운 보편적인 의료체계 개념 확립, 공중의료 체
계 관리를 위한 규범적인 역할 강화, 현재 공중의
료 서비스 체계 개선 및 향상

1.3 
고위험 군 및 주요 비전염성 및 전염성 질
병에 대한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의학통계자료 향
상, 공중의료보건 시스템 강화를 통한 비 전염성 
질병의 예방 및 관리 

1.4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건강 관리 및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건강한 
도시’만들기 및 관련 포럼 개회, 건강증진 캠페인 
시행 

자료: Plan of Activities ‘Healthy Person – Prosperous Country’ Ministry of Health, Government of

the Krygyz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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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키르키즈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코로나

조정센터를 설립하는 등 감염병 억제를 위한 노력 경주중, 낙후된

보건의료인프라개선및감염병대응역량강화를위한협력수요는높은편

(한국의 원조역량)
ㅇ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의료인력 및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보건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경험 有

ㅇ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협력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건의료 시설과 낮은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호협력이 가능

ㅇ 우리나라는 다수의 협력국가에서 인프라 구축(병원 건립, 기자재

지원)과 소프트웨어 구축(의료진 역량강화, 운영시스템 개선)을 결합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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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지원방안

(1) 환경 분야

□ 지원 기본 방향

ㅇ 키르기즈 국가발전전략 ‘18-’40, 키르기즈 국가개발프로그램 ‘26에

기반, 키르기스스탄의 환경․기후변화 분야 전략․정책 수립을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저탄소 전환,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을 지원

ㅇ 프로그램․프로젝트 형태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사업도 적극 활용

- 저탄소 전환 프로그램은 대규모 인프라지원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유상원조나 기후재원 활용, 민관협력(PPP) 추진 적극 고려

ㅇ 협력국 내에서 환경․기후변화 분야는 국제금융기구, 기후재원(GCF),

다자기구 등의 주도로 국가정책 수립 및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인바, 공여국 협의체(DPCC) 참여를 통한 원조조화 추구

□ 분야별 목표(세부실행계획)
ㅇ (저탄소 전환 지원) ▴저탄소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및 확산, ▴자원순환 경제 활성화, ▴산림 등

탄소흡수원 조성 및 보존을 지원

ㅇ (녹색회복 및 기후적응 지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수자원 고갈, 식량 생산량 감소, 생물종 멸종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지원 및 생태계 보호·회복을 지원

- ▴수자원 인프라·시스템 구축, ▴재난·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도시

폐기물관리시스템지원, ▴기후친화형농업기술지원등의사업지원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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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수산 분야

□ 지원 기본 방향

ㅇ 키르기스스탄 국가개발전략 및 우리 정부 신북방전략, 해외농업

자원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시장연계를 통한

소득증대를 지원

- 한편, 키르기스스탄 전통 공동체문화(아샤르)에 기반한 농촌개발을

적극 지원

ㅇ 전문성을 보유한 국내 전문기관, 현지 국제기구 및 NGO를 통한

프로그램·프로젝트 형태도 활용

- 특히 수원국 공여기관 협의체(DPCC, Development Partners Cooperation

Council) 내 농업분야 워킹그룹 정례협의 참여를 통해 수원기관 및

타 공여기관의 농업분야 진행사업 파악, 협업체계 구축

□ 분야별 목표(세부실행계획)
ㅇ (농업 생산성 강화) 가축 우수품종 정자동결 기술, 인공수정 기술

등을 지도하여 축산업 생산성 강화에 기여, 유기농업 재배기술 지도

및 스마트팜 사업을 보급하여 과수·작물 재배 생산성 강화에 기여

- (농업 인프라 확충) ICT가 접목된 스마트팜 등 우리의 우수

기술을 활용한 농업시설 구축 지원

ㅇ (농산품 가치사슬 구축) 농산품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별로 전략작목을 도출해 집중 육성

-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작목 재배와 가공, 포장기술을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농산품을 생산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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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제도 구축 및 인적역량 강화) 유기농 인증제도 등 관련

법제도 구축, 농산업 분야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산업 개발의 기반구축에 기여

(3) 공공행정 분야

□ 지원 기본 방향

ㅇ 키르기즈 정부의 효율적·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정부 구축을 위한 기반구축, ▴분야별

디지털화 확대를 키르기즈 정부 맞춤형으로 단계별, 체계적으로 지원

ㅇ 프로그램·프로젝트 형태로 지원하며, 우리 공공기관, 전문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수원국의 관리운영 역량 확보를

위해 수원기관, 현지 기업의 참여를 독려

ㅇ 수원국 공여기관 협의체(DPCC, Development Partners Cooperation

Council) 내 ICT 분야 워킹그룹 참여를 통해 타 공여국 사업과의

중복 회피 및 연계강화를 추진

□ 분야별 목표(세부실행계획)
ㅇ (공공분야 디지털화 추진기반 강화) ▴분야별 디지털화 전략수립,

▴디지털정부 추진을 위한 법제도 컨설팅, ▴디지털 분야

인적역량강화 사업 등 추진

- 한편, ▴디지털화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강화를 지원

ㅇ (공공부문 디지털화 확대) ▴디지털 시스템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 역량강화를 지원

- 아울러 공공기관 간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행정정보 활용도 증대 및 국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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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위생 분야

□ 지원 기본 방향

ㅇ 키르기즈 ‘공중보건의료체계개발프로그램 ’19-’30’상 의료체계개선계획의 
목표 감안, 비전염성질환관련 보건분야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의료서비스접근성강화·다양한보건프로그램을통한삶의질 개선을지원
ㅇ 아울러 글로벌 보건위기인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지원을 통한 보건 안보 강화

□ 분야별 목표

ㅇ (기초 의료서비스 개선 및 보건프로그램 지원)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과 비전염성 질환관련 조기사망률 감축, 장애감소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및 보건 프로그램을 지원

-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의료인력 재배치로 인한 만성질병치료

분야의 의료인력 난을 해소하고 기초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진 역량강화 지원 및 관련 정책 수립과 이행 지원

- 정부의 기본의료체계와 연계하여 의료 전문기관, 국제기구, 현지
NGO 간의 연계를 통한 중장기 프로그램형 지원 및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중단기 건강 프로그램 지원 
ㅇ (감염병 대응 및 보건안보 강화) 키르기스스탄 최상위 감염병

진료 의료기관의 인프라 개선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감염병 분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



- 23 -

4  이행점검방안  

< 키르기스스탄 이행점검방안 >

ODA 종합기본계획 
전략목표 및 

추진계획

중점협
력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예상성과 예상성과지표

ㅇ (전략목표)
포용적 ODA

ㅇ (추진과제)
 - 전략적 그린뉴딜 

ODA 추진
 - 기후변화 대응지

원 강화

환경

ㅇ저탄소 전환 
지원

ㅇ온실가스 감축
ㅇ온실가스 감축량 

(tons CO2-eq)

ㅇ녹색회복 및 
기후적응 지원

ㅇ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에 대한 
적응능력 향상

ㅇ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수 및 
농업용수 
보급률(%)

ㅇ (전략목표)
포용적 ODA

ㅇ (추진과제)
 - 지속가능 식량생산 

지원
 - 취약계층 지원

농림
수산

ㅇ농업 생산성 증대 
및 시장성 강화

ㅇ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ㅇ수혜농가 농업
생산량 
증가율(%)

ㅇ수혜농가 
  소득증가율(%)

ㅇ지속가능한 
농촌개발

ㅇ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ㅇ균형잡힌 도농 
발전

ㅇ기초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은 

가구(수)

ㅇ (전략목표)
혁신적 ODA

ㅇ (추진과제)
 - 공공행정 혁신지원

공공
행정

ㅇ공공부문 
디지털화 
추진기반 강화

ㅇ디지털화를 위한 
법제도 구축

ㅇ디지털화 
법령/제도/전략 
수립건수(수) 

ㅇ공공부문 
디지털화 확대

ㅇ공공부문 
정보접근성 증대

ㅇ디지털서비스 
이용자수(수)

ㅇ (전략목표)
포용적 ODA

ㅇ (추진과제)
 - 글로벌 보건위험 

대응강화
 - 보건의료 체계구축
 

보건
위생

ㅇ기초 의료서비스 
개선

ㅇ비전염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안정적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 지원 

ㅇ식생활 개선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ㅇ비전염성질환 
관리 
디지털서비스 
이용자수(명)

ㅇ감염병 대응 및 
보건안보 강화 

ㅇ신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의료인력 
역량강화 

ㅇ신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원건설,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ㅇ감염병 대응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수(명) 

ㅇ전염병 및 
감염성 질환자수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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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 방안

□ 유 ․무상 및 부처별 무상원조 사업간 연계 지향

 ㅇ (유무상 연계) 대규모 인프라 지원사업 추진 시, 유․무상간
부문별․기능별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 지향

    ※ (사례) 국립 감염병원 개선사업(유상/인프라 구축)+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무상/인적 역량강화)

 ㅇ (부처별 무상원조 연계) 무상원조 사업 추진시, 부처별
역할분담 및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성 제고

    ※ (사례-1) 축산연구소 역량강화사업(KOICA) + 축산 종자개량 지원사업(농촌진흥청)
       (사례-2)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사업(KOICA) +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행정안전부)

□ 민관협력 활성화

 ㅇ 민간 기관 고유의 지역 전문성 및 분야 전문성 활용 극대화
 ㅇ 재외공관, NGO, 기업 등 개발협력 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연대 강화
 ㅇ NGO,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 ODA 참여기관 대상 정기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타 양자 및 다자기구 협력확대

 ㅇ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국제기구와 정보공유·공동사업 발굴 등 협력 확대
 ㅇ 협력국내 원조공여기관 협의체(DPCC, Development Partners Cooperation 

Committee) 참여 강화 및 적극 활용

□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ㅇ (디지털뉴딜) 우리 정부의 디지털 ODA 사업 추진전략을 현지 실정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 키르기스스탄 ICT 기반 지식사회로의 전환을 지원

III. 이행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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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공공서비스 강화, ▴주요 분야에 ICT 융합 확대, 
▴경제·사회 인프라의 디지털화 지원,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지원 등

 ㅇ (그린뉴딜)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 요소를
포함하는 ODA 확대

   - ▴온실가스 저감, ▴기후적응력 향상, ▴교차(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분야 사업 발굴·추진

2  원조효과성 및 SDGs 기여방안

□ 연계성 강화

 ㅇ 키르기즈 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업간 연계 가능성을 검토

- 유․무상 간·부처별 무상원조 사업간 연계강화를 통한 시너지창출, 민간부문· 
양다자기구의전문성과 ·자금을활용하기위한공동사업발굴·실행추진

□ 원조 일치

 ㅇ 키르기즈 정부의 국가개발전략·개발계획과 일치하는 사업 
발굴을 위해, 경제상무부(무상), 재무부(유상) 및 중점분야별
담당 부처와 정례협의 실시 및 중장기 협력방안 수립 

□ 원조 조화

 ㅇ 원조공여기관 협의체·분야별 워킹그룹에 참여하여, 키르기스스탄
내 개발협력사업 간 중복을 방지, 연계강화를 적극 모색

□ SDGs 기여
 ㅇ 사업발굴시 사업 분야·방식·체계 등에 SDGs를 반영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사업에 SDGs를 주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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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모니터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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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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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협력분야에
대한 리스크 매트릭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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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요인 대응 방안 모니터링시기
1. 정치적 불안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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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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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발생 시

3. 거시경제적 불안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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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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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발생 시



- 27 -

2  평가 계획

□ (평가목적)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 시 반영

□ (평가시기) 중간점검은 CPS 수립시점으로부터 2~3년 경과 후 필요시
진행하며, 종료평가는 CPS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실시

□ (평가유형) 각각의 평가는 중점협력분야별로 목표, 제약요인, 
성과, 평가 지표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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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으로 평가 실시

평가시기 평가주체 비 고

중간점검
CPS 적용
2-3년 후

평가소위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시 CPS 수정

종료평가
CPS 종료
1년 전

평가소위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종료평가 결과에 따라
CPS 수정 및 재수립

5. 법적·제도적 장애물 또는
변경사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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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발생 시

6. 수원국 담당 부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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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발생 시

7. 공여국간 협력 악화 ㅇ 공여국 대화채널 확대 모색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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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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점검방안 가이드라인의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포함

 ㅇ (평가기준) OECD DAC 5대 평가원칙(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및 6대 평가기준(적절성, 일관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기반하되 필요시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평가

 ㅇ (중점협력분야) 이행점검상 성과지표를 활용한 시행기관의 사업별

평가결과를 포함, CPS에 따른 사업발굴 및 이행결과를 점검
<평가 절차 도식도>

평  가

기  관

이  해

관계자

개별사업 

사업평가

시행/주관기관 국개위(평가소위)

중점협력분야 평가

 CPS 적합성

사업정상 추진여부

성과목표

달성 여부

동료평가 및

SDGs 이행점검

이해방식 점검 및 정보공유 및

환경사회 영향평가 등 

OECD DAC 수원국 / 국내외 NGO 

지속가능한

성장 등

CPS

성과목표

달성

□ (평가환류) 개별사업 및 현행 CPS에 대한 중간점검, 종료평가 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차기 CPS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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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키르기즈 공화국 개황

1  국가 개황

일   반
- 면 적 : 199,951 ㎢(한반도의 0.91배)
- 수 도 : Bishkek
- 인 구 : 650만명(2020년)

- 언 어 : 키르기즈어(공용어), 러시아아어
(공용어), 우즈베크어

- 종 교 : 수니파 이슬람교(90%)
- 민 족 : 키르기즈인(74%), 우즈베크인

(15%), 러시아인(6%)
정   치

- 독립일 : 1991. 8. 31.(소비에트 연방)
- 정치체제 : 대통령제

- 국가원수 : 사디르 자파로프(Sadir Jafarov) 대통령
- 의  회 : 단원제(90석)

경   제
- GDP : 85억 달러(2019년)
- 1인당 GDP : 1,323달러(2019년)
- 화폐단위 : Kyrgyzstani Som(C)
- 회계연도 : 1.1-12.31
- 산업구조 : 서비스업(51%), 제조업(36%), 농업(13%) 

(‘19)

- 주요 수출품 : 금, 면, 양모, 의류, 육류, 수은, 
우라늄, 전력, 기계, 신발 

- 주요 수입품 : 석유, 가스, 기계류, 화학제품, 
식료품

- 부존자원 : 수력자원, 금, 희토류금속, 석탄, 
석유, 천연가스, 하석, 수은, 비스무트, 납, 아연

- 국제신인도 : OECD (7등급), Moody's (B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21 세계국가편람

2  주요 경제 지표

주: e = estimate, f = forecast / 자료: 세계국가편람 2021(한국수출입은행,2020), KOTRA 국가·지역정보

단위 2017 2018 2019 2020e 2021f

국
내
경
제

GDP 억달러 77 83 85 75 85
1인당 GDP 달러 1,255 1,322 1,323 1,148 1,270
경제성장률 % 4.7 3.5 4.5 -12.0 9.8
재정수지/GDP % -3.7 -0.6 -0.1 -7.3 -5.5
소비자물가 상승률 % 3.2 1.5 1.1 8.0 5.5
정부부채/GDP % 53.1 48 54.1 - -

단위 2017 2018 2019 2020e 2021f

대
외
경
제

환율(달러당, 연중) KGC 68.9 68.8 69.8 76.5 73.7
경상수지 백만 달러 -536 -962 -947 -1,232 -1,093
경상수지/GDP % -7.0 -11.6 -11.2 -16.5 -12.9
상품수지 백만 달러 -2,410 -2,994 -2,564 -1,631 -2,176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1,718 1,559 1,576 1,631 1,806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8,168 8,120 8,252 8,525 8,819
총외채잔액/GDP % 106.0 98.2 97.6 114.0 104.4
단기외채 백만 달러 356 460 501 501 -
외채상환액/총수출 % 22.9 28.0 15.7 26.3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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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수립내용 1992. 1. 31. 수교 (북한과는 1992. 1. 21. 수교)

주요협정체결
무역협정(‘92),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98), 관광협정(‘06), 항
공협정(’07), 경제협정(‘08), 투자증진·보호협정(’08), 외교관·관용
사증면제협정(‘11), 이중과세방지협정(’13), 운전면허상호인정·교
환협정(‘14), 무상원조기본협정(’14)

4  양국간 무역 및 투자현황

□ 무역현황 (천 달러)

구 분 2017 2018 2019
수  출 85,019 78,768 106,461
수  입 456 408 59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21 세계국가편람

ㅇ 對 키르기스스탄 주요 수출 품목은 편직물·화물자동차·합성수지·

자동차 부품·화장품, 주요 수입 품목은 식물성 한약재·견과류·

버섯류·기타 플라스틱 제품

□ 양국 간 투자현황 (투자금액 기준, 천 달러)

구 분 2017 2018 2019 누계(~2020.6월)
한국 → 키르기즈 

(신규법인수)
1,817

(3)
3,049

(3)
3,732

(4)
101,615

(89)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21 세계국가편람

ㅇ ’07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건설업과 임대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11년 이후 정치 불안정 등으로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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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별첨  주요 사업 계획 (비공개)

< 키르기스스탄 국별 CPS 이행계획 >

 *  : 사업준비(심사·차관계약 체결 혹은 협의의사록(약정)체결)
    : 사업시행(사업자 선정 및 시공)
** 승인예정 혹은 후보사업일 경우 “사업명(검토중)” 으로 표기

중점
분야

 분야별 
목표

사업명
추진일정 성과지표

(목표)‘21 ‘22 ‘23 ‘24 ‘25 ‘26

환경

저탄소 
전환 
지원

녹색회복 
및 

기후적응 
지원

환경오염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역량강화
(‘21-’23)

 ㅇ역량강화 참가자(수)

국가통합 AMI 시스템 
구축사업(‘23-’27, 검토
중)

 ㅇ전력 전달 손실률 감
소(17%)

농림
수산

농업 
생산성 
증대 및 
시장성 
강화

포괄적 스마트 축산물 이
력제도 운영을 통한 축산
물 안전성 강화사업
(‘22-’26)

 ㅇ축산물이력 시스템 
내 가축 등록율(%)

공공
행정

공공부문 
디지털화 
추진기반 

강화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
사업(‘21-’25)

 ㅇISO 27001 인증취득

행정정보공유체계 구
축사업(‘20-’24)

 ㅇ디지털서비스 이용
자수(수)

보건
위생

기초의료
서비스 
개선

감염병 
대응 및 
보건안보 

강화 

국립감염병원 개선사업
(‘20-’26)

 ㅇ감염병 대응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수(명)

 ㅇ전염병 및 감염성 

질환자수 감소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