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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원조 성과 평가

□ 볼리비아 제1차 국가협력전략(2012-2015) 개요

ㅇ 우리나라의 對볼리비아 1차 국가협력전략(이하 CPS)은 볼리비아 경제사회

개발계획(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2016-2020)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생산적 고용 중심의 성장을 통한 인종․지역․계층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둠.

ㅇ 중점협력분야로서 ①교통 분야 ②농업 분야 ③보건의료 분야에 전체

재원의 70%를 집중하며, 범분야로 양성평등과 환경에 대해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을 계획함.

□ 우리나라의 對 볼리비아 지원현황

 ㅇ 2013-2015 기간 동안 발굴된 대부분의 사업은 제2차 CPS 기간

동안 시행될 예정으로, 제한된 3년간의 CPS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CPS로 인해 지원된 중점협력분야 사업

지원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과거 중점협력분야

지원 추이는 아래와 같음.

 ㅇ (총괄) 지난 5년(2010-14)간 약 11여개 이상의 부처·기관에서

약 3,644만달러 규모의 원조사업을 추진함(집행액 기준).
* (참여부처·기관) 교육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 외교부, 관세청, 농촌진흥청, 서울특별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ED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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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무상
약정 14.51 1.84 11.4 21 20.24 68.99
집행 1.66 1.89 6 7.85 10.96 28.36

유상
약정 - 73.31 - - - 73.31
집행 - - 0.7 - 7.38 8.08

계 1.66 1.89 6.7 7.85 18.34 36.44

구분

운송

및

창고

보건
농림

수산

식수공급

및

위생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다부문

기타

사회

인프라

기타

금액 8.32 6.23 6.14 5.45 2.22 1.96 1.27 4.70

비율

(%)
23 17 17 15 6 5 3 13

<한국의 對볼리비아 지원 추이(2010-14)>

(백만 달러, 총지출, 명목가격)

자료: OECD 통계, 국무조정실 자료 참고하여 작성

- 무상원조 사업으로 동 기간 총 2,836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 유상원조 사업은 같은 기간 총 808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2011년 승인

사업의 경우 볼리비아 정부의 지원 철회 요청에 따라 이후 사업이 취소됨.

* 바네가스 교량 건설사업과 에스코마-차라싸니 도로 건설사업이 현재 추진 중임

ㅇ (분야) 2010-14년까지 국제사회의 對 볼리비아 지원은 운송 및 저장

(23%)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보건, 농림수산, 식수공급 및 위생,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다부문, 기타 사회 인프라 등의 분야가

상위를 차지함(집행액 기준).

<한국의 對볼리비아 분야별 지원 현황(2010-14)>

(백만 달러, 총지출, 집행액, 명목가격)

자료: OECD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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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원국 분석

1  수원국 개발현황

□ 일반

ㅇ (개황)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페루,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와 인접해 있으며 인구는 1,056만명(2014)임.

볼리비아는 1인 당 GDP는 중남미 및 카브리해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소득 불균형 정도가 큰 국가임.

ㅇ (정치) 2006년에 당선된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이 2014년 3회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동부 4개주에서 분리 독립 소요 사태(2008-09)를

겪은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자원에 대한

정부의 권한 확대를 기반으로 얻어진 재원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ㅇ (빈곤현황)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정치·경제적인 소외현상과 불평등이

구조화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 풍부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기준 총인구의 39.1%가

빈곤층에 속하며 특히, 전체 인구의 59.9%를 차지하는 원주민

인구의 빈곤현상이 매우 심각함.

- 에보 모랄레스 정부의 빈곤감소 정책에 힘입어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이 2000년 66.4%에서 2013년 39.1%로 감소하였음.

- 그러나 원주민, 여성, 아동, 등 취약 계층의 사회, 경제적인 지표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환경악화, 계층간

갈등 속에서 빈곤과 불평등 상황은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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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국
내
경
제

GDP 억 달러 273 309 332 335 352
1인당 GDP 달러 2,509 2,787 2,943 2,915 3,005
경제성장률 % 5.1 6.8 5.5 4.1 3.5
소비자물가상승률 % 4.5 5.7 5.8 4.3 4.9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백만달러 1,970 1,054 10 -1,517 -1,759

외환보유액 〃 13,927 14,430 15,123 14,683 14,583

ㅇ (MDG 달성) 8개 목표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양성평등실현, 산모건강증진,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분야는 2015년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볼리비아 주요 경제지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6 세계국가편람)

주: e=estimate, f=forecast

ㅇ (거시경제) 2013년에는 원유 및 가스 산업과 금융 산업의 호황

등으로 6.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2014년에는 천연가스

수출 감소 및 건설업 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대비 1.3% 하락한

5.5%의 성장률을 시현함.

-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래 6% 내의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고 있음.

ㅇ (산업구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 호조와 건축 및 금융산업의 가파른

성장이 볼리비아의 최근 5년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산업구조(2014) : 서비스업 48%, 제조업 39%, 농업 13%

* 주요수출품(2014) : 천연가스, 아연, 금, 대두

* 주요수입품(2014) : 기계,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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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상국 2012년 2013년 2014년
브라질 3,665.3 4,030.6 3,818.3
아르헨티나 2,048.4 2,508.8 2,539.0
미국 1,749.9 1,215.2 2,011.7

콜롬비아 413.3 675.2 678.7
페루 627.6 627.9 525.3
한국 358.0 404.6 496.1
일본 441.8 417.7 432.3
중국 316.5 320.1 434.0
벨기에 334.6 242.7 231.3
베네수엘라 309.0 142.9 112.2
에콰도르 221.2 145.1 95.3
칠레 226.0 153.9 105.2
스위스 272.5 165.6 96.3
기타국가 771.9 1,159.9 1,280.2
합 1,1814.6 1,2207.6 1,2881.8

ㅇ (대외거래) 총수출증가율은 2010-14년 평균 8.2%를 기록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우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함.

- 주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에 수출이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있어 2014년에는 한국에 6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함.
< 볼리비아 국가별 수출액 변동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de Bolivia

 ㅇ (외채) 볼리비아는 2014년 GDP 대비 총 외채 비율이 29.7%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2014년 기준 151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을 기록, 양호한 외채

상환 능력을 보유함.

 ㅇ (국가신용등급) 거시경제 안정, 외환보유액의 지속적인 확대,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유국으로서 OECD 5등급, S&P BB, Moody's Ba3,

Fitch BB의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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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인간개발지수* 0.603 0.636 0.641 0.647 0.654 0.658 0.662
초등학교 순등록율 92.25 - 86.12 83.43 81.85 81.60 -
초등학교 수료율 96.04 - 92.90 92.29 93.40 89.36 -
중등학교 순등록율 - - 68.27 68.33 69.8 71.58 -
중등학교 수료율 77.98 - 82.64 81.50 83.44 84.57 -
모성사망비(10만명 당) 334 305 253 241 230 222 215
5세미만아동사망률(1,000명당) 80.20 61.40 47.00 44.90 43.10 41.30 39.80
안전한식수접근가능인구비율 78.60 82.90 86.90 87.70 88.05 89.20 90.00
향상된위생시설사용인구비율 37.70 42.20 46.70 47.50 48.40 49.30 50.20

□ 사회
<볼리비아 주요 사회지표>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uman Development Index

ㅇ (인간개발) 지난 10년간 소득은 두 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인간개발

지수는 188국가 중에 119위(2014)를 차지하며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05-14년간 1인당 GNI는 1,030달러에서 2,870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소득을 비롯하여 교육수준, 평균수명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개발 성취

정도는 큰 개선이 없음.

ㅇ (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2013년

0.481 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불평등의 원인은 역사적으로 구조화

된 원주민-백인계층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배경인 것으로 분석됨.

* 콜롬비아 지니계수(2013) : 0.535

* 파라과이 지니계수(2013) : 0.480

ㅇ (교육) 노동자 중 중등교육 이상 수료자 비율이 2009년 기준 여성은

34.2%, 남성은 40.6%에 그쳐 교육과 고용구조 연계 개선이 요구됨.

ㅇ (보건) 볼리비아의 전반적인 보건의료현황은 MDG 이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지표에서 MDG 달성은 실패할 것으로 예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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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ㅇ (전체) 볼리비아의 2015년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140개국 중 107위

(3.3점)로 전반적으로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며, 특히 항만(134위),

항공(110위), 전력(82위), 유선전화(91위) 부문의 인프라 개발이 취약함.

ㅇ (교통) 볼리비아 정부는 2014년 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 사업에 8억

5천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6개의 고속도로 구축 및 국내 철도 네트워크 간 연결을

통해 남미 운송시스템의 중추가 되고자 함.

- (도로) 전체 도로 연장은 74,831km 이며, 그 중 약 8.5%만이

포장도로임. 2014년 고속도로 건설에 연평균 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 세워졌으며, 재원 중 67%는 CAF(중남미개발은행)와 IDB(미주

개발은행)에서 조달 예정이었음.

- (철도) 총 연장 3,656km 중에 2,900 km만 운행 중임. 2014년 구상인

페루-볼리비아-브라질을 관통하는 남미횡단철도(Peru-Bolivia-Brazil inter

oceanic railway)중 볼리비아 내 일부 구간 건설사업에 중국과 스페인

기업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추진 중임.

ㅇ (상하수도)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안전한 식수접근 가능인구 및

향상된 위생시설 사용 인구 비율이 증가했음.

* 안전한 식수접근 가능 인구 : 78.6%(2000) → 88.5%(2012) → 90.0%(2014)

* 향상된 위생시설 사용 인구 : 37.7%(2000) → 48.4%(2012) → 50.2%(2014)

□ 범분야

ㅇ (환경) 볼리비아는 생물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국가 중 하나이며, 이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해왔으나, 높은 인구증가율과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삼림 및 습지 파괴, 토양 침식 등 급속한 천연자원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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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관리를 위한 환경법 및 규제와 기준을 수립하였으나 이에 대한

준수율은 매우 낮아 여전히 환경파괴 및 남용 사례가 증가함.

ㅇ (양성평등) 2014년 성불평등지수는 188개국 중 119위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계 진출은 활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모성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 지수가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청소년 출산율(만 15-19세 소녀 1,000명 당) : 71.1(2014)

* 모성사망비(10만명 당) : 215(2014)

2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ㅇ 볼리비아 정부는 장기적으로 2025 볼리비아 애국정책(La Agenda

Patriótica 2025), 중기 전략으로는 경제사회개발계획(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2016-2020)을 수립하고 매년 연간 정부집행계획

(POA, Plan Operativo Anual)를 바탕으로 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5 볼리비아 애국정책(La Agenda Patriótica 2025)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문화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자는 ‘Vivir Bien' 개념의 달성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국유화 및 식량안보 확보,

보건·교육 등 기초서비스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절대빈곤을 근절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제사회개발계획은 2025 볼리비아 애국정책(La Agenda Patriótica 2025)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68개의 목표와

340개의 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볼리비아 정부는 모든 공공투자 및

원조를 포함한 외자투자를 동 경제사회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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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목표

빈곤퇴치
여성폭력 및 인종차별 근절을 통한 정신적 빈곤 퇴치
절대적 빈곤층 감소 (2014년 17.3% → 2020년 9.5%)
차상위 빈곤층 감소 (2014년 39.3% → 2020년 24%)

보건

보건인프라 구축 (4차 병원 4개소, 3차 병원 12개소, 2차 병원
31개소, 보건소 180개소 건축)
모유수유 비율 확대 (2012년 64.3% → 2020년 84%)
만성영양부족 감소 (2012년 18.1% → 2020년 9%)
모성사망비를 신생아 10만명당 115명으로 감소
영아사망율을 신생아 천 명당 35명으로 감소

교육 교육인프라 구축 (기술훈련원 75개소 건축)

주거
신규 주거지 건축 (2014년 ~ 2020년 간 51,290 주거지 건축)
기존 주거지 개축 (2014년 ~ 2020년 간 63,710 주거지 건축)

상하수도

하수도 보급 확장 (도시지역 2014년 63% → 2020년 70%, 농
촌지역 2014년 42% → 2020년 60%)
상수도 보급 확장 (도시지역 2014년 92% → 2020년 95%, 농
촌지역 2014년 66% → 2020년 80%)

전력
전력보급 확장 (도시지역 2014년 96.7% → 2020년 100%, 농촌
지역 2014년 64.4% → 2020년 90%)

인터넷 및 전화 50가구 이상 커뮤니티 전체 대상으로 인터넷 및 전화 보급

교통

고속도로, 대서양-태평양, 남-북, 동-북 간 연결 도로, 주요 도
시 간 연결, 교량을 포함한 4,806km의 도로 건설
볼리비아 국내/국제 공항 신축 및 개축 등을 통해 볼리비아
전역의 항공 연결 체계 강화 (국제공항 6개, 국내공항 12개)
Viru Viru 공항을 국제허브 공항으로 육성

관광
외국인관광객유치활성화 (2014년 120만명→ 2020년 260만명)
국내관광객유치확대 (2014년 310만명→ 2020년 450만명)

탄화수소에너지

탄화수소 확인매장량 증대 (석유 2013년 2.11억 배럴 → 2020년
4.11억 배럴, 천연가스 2013년 10.45조 입방미터 → 2020년
17.45조 입방미터)
탄화수소 일일생산량 증산 (석유 2014년 5.2만 배럴 → 2020년
6.9만 배럴, 천연가스 2015년 0.6억 입방미터 → 2020년 0.73억

- 경제적으로는 2020년까지 1인당 GDP 5천불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부 분야별 주요목표는 아래와 같음.



- 10 -

입방미터)
탄화수소 운송을 위한 가스관 746 Km 건설

농업

농업 생산 다양화, 생산성 및 친환경적인 유기농 생산 증대
기계화생산면적증대 (2014년 260만헥터→ 2020년 380만헥터)
경작 면적 증대 (2014년 350만 헥터 → 2020년 470만헥터)
관계수혜면적증대 (2014년 36만 2천헥터→ 2020년 70만헥터)
농업생산량증대 (2014년 1,660만톤→ 2020년 2,430만톤)
100만 헥터 목축지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준 집중 축산 관리 시
스템구축

대사관

KOICA
《

수원총괄기관

기획개발부

공공투자·외자차관실
(VIPFE, Viceministerio de

Inversión Púublica y

Financiamiento Externo)

《

각 섹터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3  수원체계 및 공여국 협력체계

□ 수원 체계

ㅇ 볼리비아 기획개발부 공공투자·외자차관실이 분야별 무상협력 수요

발굴 및 조사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가협력전략(CPS)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사업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수원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함.

□ 수원 현황

ㅇ 2010-14년간 총 해외원조액은 총 총 37억3,094만 달러*로, 전체원조 중

무상원조가 약23억 67만 달러로 69%, 유상 원조가 14억 2,424만 달러로

31%를 차지함(집행액 기준).

* 총지출(gross disbursement) 기준 : 당해기간 중에 행해진 새로운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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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지출 기준으로 총 34억 6,701만 달러*의 원조가 지원되었으며, 이는

순지출 유상 원조 11억 6,977만 달러**를 반영한 금액임(집행액 기준).

* 순지출(net disbursement) 기준: 당해기간중 원금상환액을 공제한 금액

** 당해기간 중 지원된 유상원조 지원액에 원금상환액을 공제한 금액

□ 주요 공여국 협력 현황

ㅇ 볼리비아 내 공여국들은 원조공여국협의체(GruS, Grupo de socios

para el desarrollo de Bolivia)를 설립하여 각 원조 공여국 간 원조조화

및 주재국 정책과의 원조 일치를 도모함.

- GruS는 총 23개의 다자 및 양자원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다자기구, EU국가, EU를 제외한 양자기관 중 각각 1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3자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함.

- 매월 개최되는 본 회의 이외에도 총 13개의 분야별 회의가 수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은 KOICA가 본 회의 및 보건, 농업 2개의

분야별 회의에 참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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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ODA 추진시 고려사항

□ 볼리비아 정부가 현재 중점 추진 중인 국가 및 섹터별 개발계획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대외 원조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개발부

공공투자·외자차관실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

□ 볼리비아는 2008-2009년경 동부 3개주에서 분리 독립 소요 사태를

겪은 이후, 외국 원조기관이 볼리비아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지방 정부를 접촉하는 것에 대해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기도 하는

바,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재국

수원총괄기관인 기획개발부(VIPFE)와의 사전 협의가 중요함.

□ 볼리비아 정부 측은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조 창구 단일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원조 사업 발굴 및 수행 시 공관 및

KOICA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함.

□ 한-볼 무상원조기본협정 체결시 볼측에서 무상원조 사업 추진

기관을 단일화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바 현재 양국 협정문건에서

무상원조 시행기관이 KOICA로 단일 명기되어 있음.

ㅇ 특히,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 지방정부와 직접 협의하여 원조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사업

추진 시 주재공관 및 KOICA와 협의 후 주재국과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현 정부의 임기가 2020년까지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지속가능성이

높으나, 인종, 지역, 계층 간 불균형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 존재,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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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Patriótica 2025

볼리비아 애국정책

(~2025)

자원국유화 및 식량안보 확보, 보건·교육 등 기초서비스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절대빈곤 근절하고, 독립적이고 품위 있는 볼리비아를 건설

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경제사회개발계획

(2016~2020)

경제적, 정신적, 문화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Vivir Bien 개념

실현을 위해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68개의 목표와 340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율 5.8% 및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 달성

한국의

지원목표

 건강한삶을위한효과적인질병관리·대응과건강불평등해소에기여
 새마을 운동, 농축산업 생산성 증대 및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촌지역의 통합적 개발을 지원

 교통체계통합정책수립역량강화를통한인구․화물의이동성제고에기여
 신재생에너지및소수력발전인프라구축및관련기술전수등의역량강화
실시를통해벽지및오지전력공급과산업화기반마련에기여

중
점
분
야
별

지
원
방
향

보건위생
분야

▪ 건강한 삶을 위한 효과적인 질병관리 및 대응

▪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불평등 해소

지역개발
분야

▪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를 통한 통합적 농촌개발

▪관개 시설 확충과 농업 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축산업 생산성 증대

▪농축산업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가소득 증대

교통
분야

▪교통체계 통합 발전 정책 수립 역량강화

▪거점지역 교통인프라 구축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에너지
분야

▪소수력발전시설구축지원으로전력보급률제고및지속가능한성장기반마련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련부문 역량강화를 통해 전력생산 방식 다

각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Ⅳ.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1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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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목표) 볼리비아 국가개발계획 목표 달성에 협력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볼리비아가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

□ (중점분야 선정 기준) 기존 진행사업과의 연계성, 볼리비아의 국가

개발계획 및 전략, 타 공여국 지원현황, 한국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하여 중점 분야를 선정

□ (중점지원 분야) 총 지원 금액의 70% 이상을 집중

① (보건) 건강한 삶을 위한 효과적인 질병 관리·대응과 건강 불평등 해소

② (지역개발) 새마을 운동, 농축산업 생산성 증대 및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촌지역의 통합적 개발

③ (교통) 교통체계 통합 정책수립 역량강화를 통한 인구․화물의

이동성 제고에 기여

④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및 소수력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 전수 등의 역량강화를 실시하여 벽지 및 오지 전력 공급 및

산업화 기반 마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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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협력분야

(1) 보건위생 분야

□ 개발 수요

ㅇ (보건) 건강권의 점진적인 실현은 지속적인 성장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임. 그러나 2015년 현재까지 볼리비아는 감염성질환과

비감염성질환의 부담, 낮은 보건의료 등으로 인해 이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거주지역,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에 무관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편적인 건강권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함.

- 그러나 볼리비아는, 지난 20년간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고

뚜렷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그 진전의 속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며,

몇몇 지표에서 2015년 현재 MDG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됨.

<볼리비아 MDG 달성 현황>

해당 MDG Goal 해당지표
가장 최근

추정치

MDG

목표 수치
Goal4: 유아(영아)사망률 감소 - Target4.A

2015년까지 1990년 기준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2/3 감소

4.2

영아사망률
30.6 27.30

Goal5: 산모건강의 증진 - Target5.A

2015년까지 1990년기준모성사망비를3/4 감소

5.1

모성사망비
200 104

- MDG 달성률을 포함한 기타 보건의료지표의 격차 또한 매우 큰 상황인데,

2012년 국가건강영양조사(ESNUT 2012)에 따르면 도시와 비도시지역, 지형

상 저지대와 고원(Altiplano)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며, 여러 지역 중에서

고원의 비도시 지역이 가장 열약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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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미만의 아동 영양실조 유병률 비도시지역: 25.2%, 도시지역: 14.2%

* 산전 진찰 수진율 저지대 도시지역 : 97.4%, 고원 비도시지역 : 52.1%

- 더욱이 감염성질환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인한 역학적 이행(Epidemiologic transition)으로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이 증가하고 있음.

* 기대수명: 남 61.8, 여 66.0(2000-2005년) → 남 66.6, 여 71.0(2015-2020년)

* 추정 당뇨 유병률 7.2%(1998년) → 10-12%(2009년)

- 이처럼 복합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체계, 역량 등의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볼리비아에서 보건분야는 아직까지도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며,

각국의 개발협력기구들이 활발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분야임.

□ 한국의 원조역량

ㅇ 한국은 장기간의 건강증진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추진 및 운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고 2002년 제1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 확보’를

총괄목표로 하여, 다양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바,

건강 위험요인 및 비감염성질환에 대해 그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조가 가능함.

- 한국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의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전문기술과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보건의료원조역량을 갖추고 있음.

* 2011년 현재, EU 및 일본과 더불어 5개의 최고 수준 기술 보유로 미국 다음의

기술 수준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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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단기간에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양성이 가능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볼리비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에 대한 원조가

가능함.

-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달성에 주요한 요인인 Universal

Health Care(UHC)와 관련하여, 한국은 단기간에 전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이루어 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은 의료보험의 도입 이후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장기간의

경험, 자원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볼리비아의 국가보건계획 중

하나인 UHC도입의 지원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

(2) 지역개발 분야

□ 개발 수요

ㅇ 볼리비아 농산품의 낮은 생산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볼리비아

경제사회개발계획 및 농축산업분야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농축산업 기술개발과 관개 시설 증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가

절실한 상황이며, 농산품 가공 및 수출 및 농촌 지역 개발을

통하여 내수 및 수출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임.

- 볼리비아 전략적 주요 농작물인 쌀, 옥수수, 끼누아, 채소, 감자의

2001~2013년 기간의 헥타르당 생산량을 비교했을 때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거나 소폭의 증가율만 보여 각 주요 작물에 대한

생산성 증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임.

- 볼리비아 절대 빈곤 인구 비율은 2005년 38,3%에서 2014년 17,8%로

감소되었으나, 작물 생산성 증대를 통한 절대 빈곤 해결에 기여가

필요한 상태임.



- 18 -

<볼리비아 주요 전략 작물별 수확량 변화>

작물
2001-2002

(kg/ha)
2005-2006

(kg/ha)
2009-2010

(kg/ha)
2012-2013

(kg/ha)
쌀 1,554 2,593 2,319 2,289
옥수수 2,105 2,652 2,285 2,768
끼누아 637 599 573 466
밀 870 1,104 1,447 1,436
채소류 31,235 30,085 31,261 30,469
감자 5,700 5,339 5,406 5,663
유까 10,011 9,181 8,678 8,087

* 출처 : Observatorio Agroambiental Productivo 2013, 볼리비아 농촌개발부

<볼리비아 주요 작물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성>

생산량(백만톤) 재배면적(헥타) 생산성(톤/핵타)
2005 2013 2005 2013 2005 2013

비산업용 농업
옥수수 931.0 1,110.2 351.0 374.9 2.7 3.0
수수 310.5 458.6 95.0 274.3 3.3 1.7
끼누아 27.7 95.5 46.3 169.1 0.6 0.6
밀 138.4 217.4 125.4 187.8 1.1 1.2
쌀 532.0 498.7 205.2 160.6 2.6 3.1
감자 859.7 1,161.0 161.0 198.3 5.3 5.9

산업용 농업
사탕수수 5,786.1 8,207.2 115.5 156.9 50.1 52.3
해바라기 120.3 207.5 99.4 203.7 1.2 1.0
콩 1,608.7 3,003.7 947.8 1,250.0 1.7 2.4

* 출처: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2014, 볼리비아 통계청

- 국내 총생산 중 농축산업 분야 비중이 13.1%에 불과하지만 노동력의

32%가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농축산업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제 발전 기여를 크게 기대하고 있는 상태임.

- 기초적인 생산성 증대 기술을 지원하여 농축산업 생산성을 큰 폭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농축산업 기술 센터 및

연구소, 농축산업 기계 등의 연구 기반 시설이 농축산업 기술과의

접목이 이뤄졌을 때 큰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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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볼리비아 정부는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 과 유사한 'VIVIR BIEN‘

운동을 통하여 농업과 전통을 보호하고, 자연과 인권을 존중하는

통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5가지 세부 과제 수립하여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임. 
< VIVIR BIEN의 기본 목표 >

Ÿ 식량의섭취

Ÿ 지속가능한소비

Ÿ 국토의 재생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청정생산과정의수립

Ÿ 국토의 구성 요소들을 지속적이고

종합적방법으로관리및보존

Ÿ 국민에대한위협요소들의감소

Ÿ 사회적정의를위한부의분배및투자

Ÿ 국토에대한공평한접근

Ÿ 민주적인생산요소및방법에대한접근

Ÿ 종합적인개발을위한일자리의증진

Ÿ 교육과건강에대한보편적접근

ㅇ 최근 지속된 환경 변화와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볼리비아 정부는

1995년부터 국가관개프로그램(PRONAR, Programa Nacional de Riego)

을 수립하여 1) 농축산업 생산성 증대 2) 국가 수자원 지원 3) 기관별

역량 강화 4) 관개 기반 시설 공급 증대 4) 종합적 연구 개발 지원을

목표로 체계적인 물 공급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

- PRONAR는 2030년까지 275,000 ha의 관개 수로를 통하여 200,000

농가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12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이런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원조역량

ㅇ 한국은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높은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닦았으며,

농축산업 생산성 증대 역량 강화 경험 및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촌지역에 대한 통합적 개발 경험이 풍부한 바, 작물 생산성 증대

사업 및 농축산업 기술 보급 사업, 새마을 운동을 통한 가치 사슬

확대 등과 같은 농촌 개발프로그램을 통하여 볼리비아 농축산업

생산성 증대에 큰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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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개시설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농축산업 생산성 및 농가 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창출해온바 있으며, 관개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물 관리 기술 전수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역량강화

경험이 풍부하므로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도농간 소득

격차 감소를 통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근면, 자조, 협동의 지역주민

의식개선을 통한 성공적인 농촌 발전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 있음.

- 벼 생산성 증대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농업 기술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종합적인 친환경 병해충 방제(Integrated Pest Management,

Integrated Disease Management) 및 유전자 동정을 통한 농업 생명 공학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진 농업 기술들이 개발되어 성공적인

농업 생산성 증대까지 이룬 경험이 풍부함.

- 풍부한 농축산업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정책은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실제 농가 소득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함.

* 대한민국 농식품 수출량은 2014년 61.9억불로 전년대비 8.1%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국가 전체산업 수출 증가율인 2.4%에 비해 월등히 많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효과적인 농식품 상품화 및 수출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음.

(3) 교통 분야

□ 개발 수요

ㅇ 볼리비아의 교통 분야 우선순위 중 하나는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교통수단(도로, 철도, 항공 및 수로)을 통한 국가의 통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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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교통 서비스의 통합
목표 교통수단 결과

목표4 :

2020년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에 기반한

교통 시스템을 통해

볼리비아 인구를

100% 통합한다.

도로

고속도로, 대서양-태평양, 남-북, 동-북 간 연결

도로, 주요 도시 간 연결, 교량을 포함한 4,806km의

도로를 건설하고 생산성 있는 지역과 통합한다.

철도

브라질-볼리비아-페루 간 대서양-태평양 횡단 중앙

철도, 코차밤바와 산타크루즈에 도시철도, Mutun

지역의철강산업을지원하기위한철도를건설한다.

수로 가항 호수(Ichilo-Mamore)의 재건, 국제 수로에 새
항구 및 Busch 지역에 화물 터미널 개발

케이블카

라파스와 엘알또에 6개의 케이블카 노선을 신설하고,

오루로, 포토시및수크레등다른지역에도케이블카

건설에착수

항공

6개의 국제 공항을 확장⋅기자재 보충, 12개의 지역

공항을 신축⋅확장⋅기자재 보충을 하고, 산타크루즈

Viru-Viro 공항을국제공항의허브로육성

2020년까지 볼리비아는 생산적 개발, 연결성, 이동 편이성에 필요한

조건들을 창출하면서 교통 분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도로) 볼리비아 도로청(ABC, Administradora Boliviana de Carreteras)에 따르면

보급률(0.07km/㎢)과 포장률(국도의 37.9%)이 낮고, 전반적으로 도로상태가

매우 열악하나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통행시간 및 유류비

증가 등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음.

- (철도) 볼리비아 동쪽과 서쪽에 2개의 노선이 있으나, 두 노선이 국내는

물론 주변국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중남미 지역 내 육로수송 및

수출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항공) 기술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륙 수로운송은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 화물운송이 가능해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위한 개발 및 이용률이 낮은 실정임.

<볼리비아 교통 분야 주요 개발계획(2016-2030)>

출처 : 기획개발부(2015). 볼리비아 경제사회개발계획(2016-2020), 2015



- 22 -

□ 한국의 원조역량

ㅇ 한국은 정부주도로 교통 분야별 지속적인 R&D 투자 및 인력 개발을

통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준의 기술발전을 이룩하였음. 따라서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산화로 보다 편리한 교통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바,

우리의 교통분야 발전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효과적인 원조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 우리나라는 1940년대에 24,000km에 불과하던 도로를 6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총 연장 11만km에 달하는 도로망을 구축하였음(고속도로

4,000km 포함). 더불어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화

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유지관리 기술

검증 및 평가 등을 시행 중임.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종합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기준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IT기술을 활용한

‘국제기준관리시스템(SMIS)’과 ‘항공안전감독시스템(TOMS)’을

개발하여 2010년까지 50여개국에 보급한 바 있음. 또한

아시아지역에서 인천공항은 국제선 승객 3위, 화물 운송량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아시아지역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항만은 선진화된 물류시스템과 행정적 지원을 갖추고

있으며 도로․철도 등 배후시설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음.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울산항의 경우 석유화학단지가 집중 분포되어

있는 등 기업과 연계하여 항만을 운영, 물류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해상운송 서비스교역 또한 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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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5 2016-2020 2021-2025
주 도시 농촌 합계 도시 농촌 합계 도시 농촌 합계

추키사카 31.555 35.575 67.130 20.454 13.140 33.594 20.037 9.684 29.721

라파스 138.395 27.477 165.872 74.948 45.323 120.271 61.956 38.252 100.208

꼬차밤바 90.852 9.136 99.988 67.912 33.079 100.991 64.246 27.587 91.833

오루로 15.123 2.137 17.261 7.213 7.705 14.918 4.931 6.112 11.043

포토시 15.975 41.709 57.683 7.264 22.755 30.018 4.983 17.945 22.928

따리하 48.325 4.902 53.227 23.081 8.031 31.112 22.617 6.737 29.354

산타크루스 237.975 56.390 294.364 129.363 45.655 175.018 124.245 45.941 170.186

베니 46.277 18.920 65.197 12.905 7.335 20.239 10.929 6.511 17.440

빤도 7.353 5.688 13.041 4.751 2.419 7.170 5.492 2.241 7.733

총합 631.829 201.934 347.891 185.441 533.332 319.436 161.009 480.446

(4) 에너지

□ 개발 수요

ㅇ 산업화를 위한 기반시설인 전력의 절대공급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낮은 인구밀도로 산간벽지에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어 에너지 분야 지원을 통한 지역통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연간 전력생산량은 7,375 GWh로서 우리나라 전력 연간생산량인 494,700

GWh의 1.5%에 불과하며, 주로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음.

- 2015년기준볼리비아인구중 88%만전기혜택을받고나머지 12%는이로부터

소외된상황이며, 이는볼리비아의국토면적이넓고인구수가적어널리분포되어

있는 각각의 수용가에 전기를 인입하는 것이 어렵기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볼리비아 정부는 향후 2025년까지 볼리비아 전역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됨.

< 볼리비아 정부 단계별 전력 보급 목표 >

출처 : “Plan of Universalization Bolivia for Energy 2010 ~ 2025”, 석유에너지부 전력차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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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비아 정부는 계통연계망에는 수력·화력 발전 건립을 통해 전력

절대공급량을 늘리고, 벽지 및 오지에 전력 보급을 위해 태양광, 풍력,

지열 및 바이오 에너지 등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의 원조역량

ㅇ 한국은 수력 에너지 전문 기술 및 관련 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에 태양광 및

소수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지원 경험이 풍부함.

- 신재생에너지 중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한국이 선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볼리비아의 연평균 복사량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1800(kWh/m²) 이상으로 태양광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태양광

사업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 분석됨.

3  분야별 지원방안

(1) 보건위생 분야

□ 기본 방향

ㅇ 볼리비아의 SAFCI(다문화 지역사회 가족 기반 보건의료)정책에 기반한

통합적인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효과적인 질병관리 및 대응에

기여함.또한보편적보건의료접근성향상을위해 UHC 구축및취약계층

대상 공공 보건의료 전반에 기여하여 건강불평등의 해소를 지원함.

ㅇ 근거에 기반하여 다양한 보건의료문제의 개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효과적인 질병관리 및 대응, 건강불평등 해소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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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1: 건강한 삶을 위한 효과적인 질병관리 및 대응

중점 프로그램 실행과제

통합적이고 근거중심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재설정

SAFCI 정책 적용 프로그램

모자보건 개선 프로그램

비감염성질환 질병예방 및 조기검진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형 공공보건의료 기획

보건의료현황조사및중재효과평가등으로정량근거생산

양질의근거(evidence) 생산을위한의료정보시스템운영지원

전략목표 2: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불평등 해소

중점 프로그램 실행과제

UHC 구축 지원

보편적이고 평등한 무상의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UHC

구축 기술지원
보편적이고 평등한 무상의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UHC

역량강화 지원

취약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

취약지역등소외지역보건의료인프라구축지원

취약지역 보건의료 인적자원 역량강화 지원

지자체내취약계층대상보건의료프로그램도입및적용지원

ㅇ 삶의 연속선 상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함.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ㅇ 볼리비아 보건 분야의 주요 전략인 ‘다양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 위한

분야 간 협력 활동 강조’ 및 ‘새로운 보건의료케어의 패러다임과 질

높은 통합보건의료시스템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네트워크’에 호응한

사업 추진을 계획함.

ㅇ 이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중점 프로그램 및

실행과제를 계획함.

< 보건분야 세부 실행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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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개발 분야

□ 기본 방향

ㅇ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농촌 근대화, 지역의 균형 발전, 의식개혁의

목표를 달성하고, 관개시설 확충 및 기본 농축산업연구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을 통해 농축산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가치사슬의

확대를 통해 볼리비아 경제 발전에 기여함.

- 농촌 지역 의식개혁을 기반으로, 농촌 근대화를 위한 기반 시설

및 농축산업 장비들을 확충 및 낙후된 고원 지역 지원함.

- 종합 관개시스템 확충, 물 관리 교육, 기본 필수 장비 보급,

각종 주요 작물에 대한 재배 기술 지원·보급·교육 등 농축산업

기술을 전수함.

- 국제 기준에 규합하는 작물 생산 및 가공 기술을 제공 외 수확,

수확 후 가공 및 유통에 이르는 종합적인 농산품 상품화 과정을

지원함.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ㅇ 볼리비아 정부가 강조하는 ‘전통을 보존하고 인간 모두에게

공평한 친환경적 농축산업’ 정책과 ‘볼리비아

경제사회개발계획’에 기반을 두고 진행하되, 우리 새마을운동의

성공 사례를 사업에 적용하여 추진함.

ㅇ 농축업 생산성 증대 및 관개 정책 방향이 볼리비아

경제사회개발계획 및 볼리비아 농축산업 분야 계획의 방향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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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1: 새마을 운동 정신 함양을 통한 자주 농업 실현

중점 프로그램 실행과제

새마을운동을통한농촌개발사업

새마을정신교육을바탕으로한농촌지역생활환경개선

고원지대빈곤타파를위한농가소득증대프로그램

협동조합수립을통한작물협력재배생산지원

초청연수를 통한 새마을운동경험공유

전략목표 2: 작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업 기술 연구 및 보급

중점 프로그램 실행과제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관개

시설 공급 및 재배기술 보급 및

교육

관개 시설 공급과 물관리 역량강화 교육 진행

농업 생산 기술 보급 및 교육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 및 교육

초청연수(물 관리 및 영농기술 교육) 지원

전략목표 3: 농수축산품 상품화 및 유통 방안을 통한 내수공급 및 수출

중점 프로그램 실행과제

가치사슬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수확 후 농축산품 가공 및 상품화 과정 지원

농수축산품유통과정지원을통한내수및해외시장개척지원

수익증대를위한농수축산품홍보전략수립지원

< 농축산업분야 세부 실행과제 >

(3) 교통 분야

□ 기본 방향

ㅇ 인구․화물의 이동성 제고에 기여하여 경제성장에 기초 인프라로

기능하는 교통체계의 통합 및 연계 정책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서비스 개선에 기여함.

- 볼리비아 교통분야 주요 개발계획은 ‘지역별, 교통 수단별 개선 및

연계’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교통 분야 발전 계획 수립경험을 바탕으로 교통 체계 분야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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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1 : 교통체계 통합 발전 정책 역량강화

중점 프로그램 실행과제

교통체계접근성및연계성강화를위한

교통분야통합발전계획수립지원

교통체계 통합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BDS 실시

BDS에기반한 ‘볼리비아교통체계통합발전전략’ 수립지원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전략목표 2 : 거점지역 교통인프라 구축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중점 프로그램 실행과제

신규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신규 인프라 구축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F/S 실시

신규 교통 인프라 구축 지원

신규로 구축된 교통인프라와 연계, 운영․유지보수 전문인

력양성및기술이전을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실시

및 신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ㅇ 인구․화물의 이동성 제고에 기여하여 경제성장에 기초 인프라로

기능하는 교통체계의 통합 및 연계 정책 수립을 지원함.

ㅇ 주재국 내 교통체계 통합 발전 계획의 이행을 위한 거점지역

교통인프라 구축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함.

< 교통분야 세부 실행과제 >

(4) 에너지

□ 기본 방향

ㅇ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수력발전 기술을

바탕으로 인프라 시설 및 관련기술을 전수하여 볼리비아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개발 격차 감소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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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1: 수력발전시설 구축 지원으로 전력보급률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중점 프로그램 실행과제

소수력발전 시스템 도입 지원

볼리비아 2025 전력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수력발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전력절대공급량확충을위한소수력발전인프라구축지원

수력발전 유지·보수 기술 전수를 위한 초청연수

수력발전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등 관련 규정 정비 지원

전략목표 2: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련부문 역량강화를 통해 전력생산 방식 다각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중점 프로그램 실행과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련부문

역량강화

볼리비아 2025 전력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

태양광 및 풍력 등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원

신재생에너지 관계자 국내 초청연수 실시

중장기자문단/퇴직전문가파견을통한현지역량강화지원

전략목표 3: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중점 프로그램 실행과제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자재지원 및 프로젝트 실시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지원을 위한 연수 실시

ㅇ 볼리비아는 2025년까지 전국 전력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중이며,

주로 수력 및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고, 격오지에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전력을 보급할 계획을 보유한 점을 반영하여 목표를 수립함.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ㅇ 볼리비아 정부가 계획 중인 수력발전 사업 중 타당성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력발전 인프라를 지원하여 전력 공급량을 확대함.

ㅇ 전력 보급이 어려운 벽지 및 오지를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간 개발 격차 감소를 도모함.

<에너지분야 세부 실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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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 개발목표(경제사회개발계획 2016~2020) : 경제적, 정신적, 문화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Vivir Bien 개념 실현을 위해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68개의 목표와 340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율 5.8% 및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 달성
CPS 목표 : 수원국 개발목표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지역개발/교통/에너지 분야를 지원하여 볼리비아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

중점
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제약요인

분야별
성과

평가 지표

보건위생

분야

건강한삶을위한

효과적인질병

관리·대응과건강

불평등해소

-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자원및

역량부족

- 중앙정부와

지자체정부의

정치적갈등

- 지역주민의낮은순응도

- 근거중심보건의료중재시행

- 지역사회보건의료근거생산

- 지역자치단체또는

국가단위의 UHC 구축

- 취약계층대상실효성있는

보건의료서비스

CPS 적합성
해당 분야
사업이 CPS
목표 달성에
적절히 발굴
되었는지
여부

사업 정상
추진 여부
CPS에
적합한

사업이 추진
되었는지
여부

지역개발
분야

새마을운동,

농축산업생산성

증대및가치사슬

확대를통한농촌

지역의통합적개발

- 기반시설열악

- 정부의정책추진

역량부족

- 농축산업기반시설및장비

확충

- 생산성증대교육프로그램을

통한기본재배기술및수확

후관리기술보급

- 각주요작물별생산성증대

- 농수축산품수출목표달성

교통
분야

교통체계통합

정책수립

역량강화를통한

인구․화물의

이동성제고에

기여

- 정부의정책추진

역량 부족

- 중앙정부와지방

정부의이해갈등

- 신규인프라구축을

위한국가재정부족

- 교통분야통합발전

계획수립의이행도

보장불가능

- 교통분야통합발전계획

수립지원

- ‘볼리비아교통체계통합

발전전략’ 수립지원

- 신규인프라구축대상지역

선정을위한F/S실시및교통

인프라구축지원

- 전문인력양성을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실시

에너지
분야

신재생에너지및

수력발전인프라를

구축하고관련기술

전수등의역량강화를

실시하여벽지및오지

전력공급및산업화

기반마련에기여

- 소수력발전시설

구축및운영역량

부족

- 신재생에너지도입

필요성에대한

기술및인식부족

- 수력발전도입마스터플랜

- 소수력발전시설구축

- 신재생에너지인프라구축

- 수력발전및신재생에너지

분야연수실시

4  결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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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행전략

1  협력방안

□ 다자협력

ㅇ 원조공여국 협의체(Grupo de socios para el desarrollo de Bolivia, GruS)의

개발이슈를 선도하고 볼리비아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공여국 간 원조조화 실현 및 우리 사업의 원조 효과성을 제고함.

ㅇ UNDP, WHO/PAHO, FAO 등 지역 및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 기구들을 우리 사업 수행 시 참여토록 하여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우리 사업 내 융합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를 도모함.

□ 민관협력

ㅇ 현지 NGO, 대학 등 다양한 파트너를 우리 지원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볼리비아 내 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함.

- 현지 전문성을 보유한 주재국내 대학 전문가를 우리 사업 사전

조사시 참여토록 하여 우리 사전조사의 질을 높이고 주재국 대학의

역량 증진을 도모함.

ㅇ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지 NGO 지원을 활성화하여 정부차원의

공적원조 사업 보완을 도모함.

□ 무·유상 연계

ㅇ 재외공관 주도 ODA 협의체 기능강화를 통해 무·유상 원조가 CPS에

기반하여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과

개발경험이 볼리비아의 자립적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협력 성공사례 창출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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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원조사업 종료 후 유상원조사업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사업발굴 단계부터 무·유상 연계를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 무상원조사업 종료 직후 유상원조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일정 조율 필요

- 이를 위해, 기존의 개발조사(무상)+프로젝트(유상) 연계모델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무상)+시범사업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한 확대사업(유상)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함.

2  원조효과성 및 SDGs 기여방안

□ 원조조화

ㅇ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원총괄기관(기획개발부 외자차관실/VIPFE)과의

정례협의시스템을 강화하여 볼리비아 국가개발계획에 연동된

사업을 현장중심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나감.

ㅇ 원조공여국 협의체(GruS)에 주도적으로 참여 및 동 원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원조조화를 추구해 나감은 물론, 동 공여국 협의체를

통해 볼리비아 내 원조현황을 적극 공유 및 상호 학습하여 우리

ODA에 환류함.

□ 수원국 시스템 활용

ㅇ 수원국의 사업수행 역량을 면밀히 조사하고 수원국 시스템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하며, 이를 통해, 수원국의 사업수행

역량을 배양토록 하여 수원국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수원국이 시스템 활용 시에도 지원사업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술적 개입과 자문을 통해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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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조화

ㅇ (원조 조화) 중점협력분야 해당 공여국회의 및 기술작업그룹 회의,

수원국 주관 개발포럼 참여를 통한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을 발굴함.

ㅇ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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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를 제고함.

□ SDGs 기여

ㅇ (SDGs 기여) 국제 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SDGs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도 SDGs를 주류화 하여 수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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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를 도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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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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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 상황 발생
ㅇ 사업수행 시 정책지속성과 정치변화요인 분석
ㅇ 사업과 연계된 정책의 지속성 여부 모니터링

2019년(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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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 발생 시
또는

연 1회 (6월)

3. 거시경제적 불안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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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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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발굴

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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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

를 작성하여 모니터링 시 이를 적극 활용

ㅇ 리스크 매트릭스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명시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작성

ㅇ 시행기관은 명시된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주관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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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발생 시
또는
연 1회

5. 법적·제도적 장애물 또는
변경사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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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시
또는 연 1회

6. 수원국 담당 부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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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7. 공여국간 협력 악화 ㅇ 공여국 대화채널 확대 모색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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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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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인 ‘CPS 적합성’과 ‘사업 정상추진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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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차기 CPS에 반영

 ㅇ 종료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료평가 결과 및 제언에 대해

주관기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료평가 보고서에 첨부

<평가 절차 도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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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순위(총 144개국) 지표값
전반적 인프라 105 3.3/7
도로 인프라 109 3.1/7
철도 인프라 87 2.2/7
항만 인프라 134 2.1/7
항공수송 인프라 110 3.4/7
이용 가능한 항공 (available airline
seat kms/week, millions) 86 88.3

전력공급 82 4.4/7
100명당 휴대폰 가입자 100 96.3
100명당 유선전화 91 8.1

<참고 1> 볼리비아 주요 경제지표

경 제 지 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국

내

경

제

G D P 억달러 273 309 332 335 352
1 인 당 G D P 달러 2,509 2,787 2,943 2,915 3,005
경 제 성 장 률 % 5.1 6.8 5.5 4.1 3.5
재 정 수 지 / G D P % 1.8 0.7 -3.4 -5.3 -5.7
소비자물가상승률 % 4.5 5.7 5.8 4.3 4.9

대

외

거

래

환율 (달러당 , 연중 ) Bs 6.9 6.9 6.9 6.9 7.0
경 상 수 지 백만달러 1,970 1,054 10 -1,517 -1,759

경 상수지 / G D P % 7.2 3.4 0.0 -4.5 -5.0
상 품 수 지 백만달러 3,135 2,810 2,213 -690 -295
수 출 〃 11,133 11,539 12,147 9,744 10,450
수 입 〃 -7,998 -8,729 -9,935 -10,434 -10,745
서 비 스 수 지 〃 -796 -1,118 -1,706 -613 -550
외 환 보 유 액 〃 13,927 14,430 15,123 14,683 14,583

외

채

현

황

정 부 채 무 / G D P % 33.4 32.5 29.7 27.8 -
국내정부채무 / GD P 〃 17.7 16.1 14.5 13.3 -
해외정부채무 / GD P 〃 15.7 16.4 15.2 14.5 -
총 외 채 잔 액 백만달러 6,894 7,575 7,914 8,256 8,634

총외채잔액 / GD P % 25.3 25.4 23.8 22.7 21.6
단 기 외 채 백만달러 720 713 1,161 - -
외채상환액 /총수출 % 7.8 7.2 7.7 5.5 5.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6 세계국가편람)

주: e=estimate, f=forecast

<참고 2> 볼리비아 주요 인프라지표

출처: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 Index(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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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인간개발지수* 0.603 - 0.641 0.647 0.654 0.658 0.662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66.40 60.60 - 45.00 43.40 39.10 -

1인당 GNI (Atlas, 달러) 990 1,030 1,810 2,010 2,280 2,620 2,870

초등학교 순등록율 92.25 - 86.12 83.43 81.85 81.60 -

초등학교 수료율 96.04 - 92.89 92.29 93.39 89.35 -

중학교 순등록율 - - 68.27 68.33 69.8 71.58 -

중학교수료율(lower secondary) 77.98 - 82.64 81.49 83.44 84.56 -

모성사망비(10만 명당) 334 305 253 241 230 222 215

5세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80.20 61.40 47.00 44.90 43.10 41.30 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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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 발병률(10만 명당) 184 158 135 131 127 123 120

기대 수명 60.69 63.53 66.40 66.94 67.44 67.91 -

홍역예방접종비율(12-23 개월) 84 89 88 96 96 95 95

안전한식수접근가능인구비율 78.6 82.9 86.9 87.7 88.5 89.2 90.0

향상된위생시설접근가능인구비율 37.7 42.2 46.7 47.5 48.4 49.3 50.2

초,중등학교남학생대비여학생등록비율 0.97 - 0.99 0.99 0.99 0.98 -

성불평등지수(GII)* 0.576 0.542 0.478 - - 0.472 0.444

남성대비 여성의 노동 참여율* 73.07 74.96 78.73 78.98 79.23 79.35 79.60

<참고 3> 볼리비아 주요 사회지표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15), Human Developm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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