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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원 배분 비중
분야 내용 무상 유상

중점
협력
분야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35% -

농촌지역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
및 빈곤감소에 기여

35% -

ICT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토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 - 70%

기타 30% 30%

계 100% 100%

Ⅰ. 원조 성과 평가

□ 페루 제1차 국별협력전략(2013-2015) 개요

ㅇ 우리나라의 對페루 1차 국가협력전략(이하 CPS)은 페루 200년 계획

2021 (Bicentenary Plan: Peru in 2021, 2010-2014)의 추진에 협력하여

국가의 균형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통합 달성에

기여하는 목표를 수립함.

ㅇ 중점협력분야로서 ①보건의료 ②농촌지역개발 ③정보통신 분야의 전체

지원액의 70%를 집중하며, 환경 및 양성평등의 범분야적 요소를 통합한

지원을 추진함.

<페루 제1차 CPS의 중점협력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 우리나라의 對페루 지원 현황

ㅇ 2012-2015 기간 동안 발굴된 대부분의 사업은 제2차 CPS 기간 동안

시행될 예정으로, 제한된 4년간의 CPS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CPS로 인해 지원된 중점협력분야 사업 지원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과거 중점협력분야 지원 추이는 아래와 같음.

ㅇ (총괄) 지난 5년(2010-2014)간 약 13개 이상의 부처·기관1)에서 총 4,1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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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무상
집행 6.40 6.79 9.25 9.60 9.31 41.35
승인 7.47 7.83 6.23 19.56 10.55 51.64

유상
집행 - - - - - -
승인 - - - - - -

계(지출) 6.98 6.99 9.58 9.60 19.22 52.37

구분 보건 교육 통신 다부문
공공행정및

시민사회

기타사회인프라

및서비스
인구

금액 14.0 7.8 5.3 2.2 1.9 1.7 1.7
비율 34% 19% 13% 5% 5% 4% 4%

달러 규모의 원조사업을 지원함.

* (참여부처·기관) 교육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전

농림수산식품부, 전 지식경제부, 환경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농촌진흥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의 對페루 지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총지출, 명목가격)

자료: OECD 통계

- 무상원조 사업으로 동 기간 총 4,135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페루가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상 구속성지원이 불가능하기에동기간 중유상원조 사업이

발굴되지 않았음.

ㅇ (분야) 2010-2014년간 페루에 대한 지원은 보건 분야(34%)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교육, 통신, 다부문,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등이 상위를

차지함 (집행액 기준).

- OECD 통계 상 다부분에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및 도시개발 및 운영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가 포함되며, 양 부문에 각 151만 달러,

26만 달러가 지원되었음.

<한국의 對페루 분야별 지원 현황(2010-2014)>

(백만 달러, 집행액, 명목가격)

자료: OECD 통계

1) 공적 개발원조(ODA) 모니터링 시스템이 2012년에 구축되어, 2012-2014년 기간 동안 지원한 부처·기관에 한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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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원국 분석

1  수원국 개발현황

□ 일 반

ㅇ (개황) 남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페루는 북쪽으로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동쪽에는 브라질, 남동쪽으로 볼리비아, 남쪽으로 칠레 국경이

인접해 있음.

- 전체 국토는 해안지대(10%), 안데스 산맥 산악지대(27%), 아마존 정글

지대(63%)로 구분

- 인구는 3,148만명(2016)으로 인디오 45%, 메스티조 37%, 백인 15%, 흑인

및 동양계 3%로 구성되며, 약 998만 명이 수도 리마에 거주하고 있음.

ㅇ (정치) 페드로 파블로 쿠진스키 대통령(2016.7 취임)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반하여 2021년 OECD 가입 위한 개혁·개방 지속할 것이 예상됨.

- 제3당 지위의 집권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치안, 부패방지, 공공서비스

(식수, 보건, 교육) 확대 및 경제활성화 중점 추진 중임.

ㅇ (빈곤감소) 페루는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이

2005년 56%에서 2014년 23%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계층, 지역,

인종 간 빈부격차 문제가 상존함.

ㅇ (MDG 달성) 8개 목표 중 모성보건(5번 목표)이 유일하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나머지 지표의 세부 지표는 일부 달성하였거나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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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내
경
제

GDP 억 달러 1,927 2,019 2,026 1,799 1,804
1인당 GDP 달러 6,325 6,524 6,449 5,636 5,566
경제성장률 % 6.0 5.8 2.4 2.4 3.3
실업률 % 6.8 7.5 6.0 6.0 6.0
소비자 물가 상승률 % 3.7 2.8 3.2 3.2 2.8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백만달러 -5,236 -8,473 -8,030 -6,687 -6,831
FDI 순유입 〃 11,840 9,161 7,885 8,010 7,998
외환보유액 〃 62,300 64,423 61,185 59,256 -

□ 경 제

<페루 주요 경제지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6 세계국가편람)

주: e=estimate, f=forecast

ㅇ (거시경제) 2014년 국제 광물 시세 하락이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나, 정부의 경제 부양정책에 따라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ㅇ (산업구조) 광업부문은 2015년 GDP의 12%, 수출의 55%를

차지하고, 15.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페루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음.

- 페루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5년 산업구조는 제조업(13.4%), 광업(12.4%),

상업(11.2%), 건설업(6.2%), 농업(5.3%) 기타(51.5%)로 이루어짐.

* 주요수출품(2014) : 구리, 금, 납, 아연, 주석, 철광석

* 주요수입품(2014) : 원유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기계

ㅇ (대외거래) 2012년부터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증가세를 보이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되었으며, 2013년 이후 소득수지 적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음.

ㅇ (국가신용등급) 국가신용등급은 OECD 3등급, S&P BBB+, Moody's

A3, FItch BBB+로 안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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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인간개발지수* 0.677 0.773 0.718 0.722 0.728 0.732 0.734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 55.60 30.80 27.80 25.80 23.90 22.70

1인당 GNI (Atlas, 달러) 1,970 2,540 4,380 4,870 5,650 6,230 6,360

초등학교 총취학률 121.30 117.47 110.37 107.36 101.44 103.11 101.42

초등학교 수료율 101.27 102.60 103.36 99.77 94.01 95.49 95.91

중학교 총취학률 84.70 85.45 94.70 95.21 93.43 97.90 95.62

중학교 수료율 79.01 83.40 88.59 87.11 80.52 86.89 85.40

모성사망비(10만명 당) 140 114 92 85 75 72 68

5세 이하 아동 사망률(1,000명 당) 38.60 27.40 21.00 20.00 19.10 18.30 17.50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79.80 82.30 84.60 85.00 85.50 85.90 86.30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62.90 67.60 72.00 72.90 73.70 74.60 75.40

HIV/AIDS 발병률(15-49세, %) 0.60 0.50 0.40 0.40 0.40 0.40 0.40

□ 사 회

ㅇ (인간개발) 2000-2014년간 1인당 GNI는 1,970달러에서 6,360달러로 크게

증가 했고 소득을 비롯하여 교육수준, 평균수명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개발 지수는 0.734로 188개국 중 84위(2014)로 높은 수준이나, 불평등의

정도가 반영된 인간개발지수(IHDI)는 0.563으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페루 주요 사회지표>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16, *Human Development Index

ㅇ (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14년 0.441, 국가

빈곤비율은 22.7%로 2013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역․인종 간

빈곤 격차는 여전히 높음.

- 페루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제기 되어왔으며,

2014년 기준 도시(15.3%)와 지방(46%)간 빈곤비율의 차이가 여전히 크고

국가의 재원이 수도인 리마에 집중되어 있음.

ㅇ (교육) 보편적 초등교육은 대체로 달성했으나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GDP의 3.7%(2014)에 불과할 정도로 교육 시스템에 대한 투자비용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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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교육의 경우 총 취학률이 95.62%(2014)이며 이는 중남미 국가들 중

상위권에 해당함.

ㅇ (보건) 모성사망비, 아동사망률은 개도국 중 양호한 상황이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비전염성질환(심혈관계, 당뇨, 암 등)의 유병률이 높아져

주요 사망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 페루 보건의료 정부예산 비중은 4.8%(2013)로 중남미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중남미 국가 평균 6.8%)이며, 전체 인구의 30%는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2013).

□ 인프라

ㅇ (교통) 2016-2017 글로벌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의 교통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138개국 중 98위, 3.1점/7점으로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이 열악한 상황임.

- (도로) 2015년 기준 총 도로연장 165,372km, 중 14%인 23,769km의

도로가 포장되었음.

- (철도) 운행 중인 철도의 길이는 총 1,939.7㎞(2015)이며, 중남미

역내 국가들과 연결된 철도 인프라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임.

- (항만) 항만 인프라가 3.6점/7점(88위)로 열악한 상황이나, 항만처리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어 수출입 화물처리 비용이 중남미 국가들 중 비교적

낮은 편임.

* 수출비용(2014) : 890 달러/컨테이너

* 수입비용(2014) : 1,010 달러/컨테이너

ㅇ (통신) 페루의 통신 분야는 중남미 국가 중에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지형학적 특성상 주로 해안지역에 광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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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스산맥 지역과 아마존 밀림 지역의 통신 인프라는 매우 열악함.

- 리마의 유선전화 가입 건수는 195만 건으로 가장 많고 해안가 지방인 라

리버타드(17만 건), 아레쿠이파(15만 건), 피우라(11만 건) 지역 순으로 높으나,

파스코 및 아마죠네스 지역 등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밀림지역의 유선전화

가입은 각 5천건 미만임.

ㅇ (에너지) 경제성장으로 저소득층의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산업이 최근 5년간 24%(연평균 약5%) 상승하였음.

* 전력 생산: 38,809 GWh(2011) → 48,270 GWh(2015)

* 1인당 전력소비(2015) : 1,359 kWh

ㅇ (상하수도)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인구의 약 1/4이깨끗한식수를보급받고있지못하고있음.

*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비율 : 62.9%(2000) → 75.4%(2014)

*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 79.8%(2000) → 86.3%(2014)

□ 범분야

ㅇ (환경) 페루는세계열대빙하(tropical glacier)의70%가형성된곳이지만기후변화에

따른빙하의감소로산악지대의원주민의수자원과농업에영향을미치고있으며,

빙하가녹으며 발생할 수 있는 홍수와 산사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ㅇ (양성평등) 비교적높은 양성평등 수준(high human development)에 도달했으나

불평등은여전히존재하며, 여성대상폭력문제가여전히심각한수준으로나타남.

* 2015년 페루 성불평등지수 : 0.406

* 2015년 페루 젠더개발지수 : 0.947

- 배우자 또는 애인의 폭력에 피해를 입었던 여성이 36%, 최근 12개월 내에

피해를 입은 여성이 12%으로 보건통계로 확인되었으며, 정부차원에서 여성

대상의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 및 가정 내폭력금지에 관한 통합법을 재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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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준치 2021
1인당 GDP 4,473 달러 10,000달러

수출규모 31,529백만 달러 124,000백만 달러
Doing Business 순위 56위 25위

고용률 46.3% 60%
빈곤층 비율 34.8% 10%
극빈층 비율 12.6% 5%

지니계수 0.479 0.35

2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 페루 독립 200주년 개발계획(2011-2021)

ㅇ 페루의 국가발전전략은 인적자원개발, 지역간 균형 발전, 생산성에 대한

투자를 통 해 페루 독립 200주년인 2021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분야 및 세부목표를 설정함.

- 동 중장기개발계획은 경제의 고속성장 및 사회적 안정,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①국민의 인권과 존엄성, ②기회와 서비스 접근성,

③지위 및 거버넌스, ④경쟁력과 고용, ⑤지역개발과 인프라, ⑥천연자원

및 환경이라는 전략적 분야를 제시함.

<국가발전전략 2021 주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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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체계 및 공여국 협력체계

□ 수원 체계

ㅇ 페루 대외원조 수원정책과 조정을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관은 대통령실이며,

외교부(MRE,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재경부(MEF, Ministeriode de

Economia y Finanzas) 및 외교부 국제협력청(APCI, Agencia peruana de

Coperación Internacional) 등 3개 부처가 무․유상원조 관련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함.

□ 공여국 협력 체계

ㅇ 페루 정부는 공여기관회의(연 1회)를 주재하여 외교부 및 국제개발협력청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음.

- 페루 국제개발협력청(APCI)은 스페인개발협력청의 후원을 받아 국제

ODA 동향에 관한 포럼을 격년 별로 개최하고 있음.

- 페루 정부의 주관으로 섹터별 회의가 분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이 외 활성화 된 공여기관 간 회의가 부재함.

□ 對페루 수원 현황

ㅇ 총 지출 기준*, 최근 5년(2010-2014)간 원조 규모는 31억 5,214만

달러로, 무상원조가 22억 6,534만 달러로 73%, 유상원조가 8억

8,680만 달러로 25%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지원 유상원조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총지출 기준(gross disbursement) : 당해기간 중 지원된 총 금액으로 유상원조 차관

상환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

- 순지출 기준*, 총 해외 원조액은 13억 8,784만 달러로(무상 22억 6,534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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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8억 7,750만 달러), 유상원조 차관 상환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순지출(net disbursement) 기준: 당해기간 중 지원된 총 금액에 유상원조 차관상환액을

공제한 금액

ㅇ 분야별 평균 지원 현황은 수자원 및 위생(19%), 정부 및 시민단체(15%),

농림업(10%), 환경(10%) 교육(8%) 등이 상위를 차지함.

ㅇ 2010-2014년 간 공여 금액 기준(총지출), 상위 공여국 및 기관은 일본(23%),

독일(22%), 미국(18%), 스페인(10%), EU기관(5%)순이나, 페루정부의 높은 차관

상환 비율로 인해 차관 비중이 높은 일본의 지원은 순지출 기준 –7억

667만 달러로 지원규모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순지출 기준, 상위 공여국 및 기관은 미국, 독일, 스페인, EU기관,

캐나다 등이 있음.



- 11 -

Ⅲ. ODA 추진시 고려사항

 
ㅇ 페루는 OECD/DAC 수원국 중 고중소득국으로 분류되어 광업,

농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을 해왔으므로 자체 개발재원을

점차 마련해가고 있어 기초 인프라 등의 시설 지원은 축소하거나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페루 정부부처는 자체 업무 개선 및 개혁에 관심이 크며, OECD

가입을 위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수요가 존재함.

ㅇ 특히 페루의 기술 흡수역량을 고려하여 보건, 공공행정, 환경, 교통 등 CPS

중점 분야 사업이행 시 ICT를 핵심실행기술(key enabling technology)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페루가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6배에 달하면서 해안지대, 산악지대, 정글지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를 범분야 이슈로서

강조하고, 원격지역에 대한혁신적 사업방식 적용이 필요함.

ㅇ 對페루 ODA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무상원조기본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긴요하며, 장기 파견 전문가 및 봉사단 관리요원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 해결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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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1  기본 방향

페루 독립 200주년

개발계획(~2021)

인적자원 개발, 지역간 균형발전, 생산성 증가로 2021년까지

국가의 빈곤 및 절대 빈곤율을 10%이하로 감소

분야별

개발목표

보건

(2016-2021)

공공행정

(2013-2016)

기후환경

(2011-2021)

교통

(2012-2016)

Ÿ 전염성, 비전염성
대응 체계 강화

Ÿ 의료기관 전문성
및 인적자원 역량
강화

Ÿ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증대

Ÿ 공공행정서비스
효율성 향상

Ÿ ICT 기반 생산
다각화

Ÿ 정부투명성 제고
Ÿ 지방정부역량강화

Ÿ 환경 분야 정부
역량 강화

Ÿ 산림 보존 및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역량
강화

Ÿ 운송서비스 질
향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Ÿ 교통체계 연계성,
효율성 및 안전
제고

한국의

지원목표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통한 계층 간 보건의료 불평등 해소

 ICT를활용한 공공행정 역량강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기후변화저감 및 대응역량 강화로 지속가능발전 달성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및 정책역량강화

중
점
분
야
별

지
원
방
향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 위한 1차 보건의료 강화

공공행정
분야

▪전자무역 지원을 통한 중소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

▪공공분야 업무 효율화, 체계화를 위한 전자정부 구축 지원

▪ICT 기반 생산다각화 위한혁신생태계 강화 지원

▪지방 행정 역량 강화

환경보호
분야

▪해양기후변화관측 시스템 구축 통한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

▪열대우림(selva) 지역의 산림 보존 및 기후변화 완화 역량 강화

교통
분야

▪교통체계 개선, 인프라 품질 및 교통안전 개선

▪ITS 도입을 통한 교통체계 효율화 및 인적역량 강화

▪주요 도시 대중교통 개선 및 통합요금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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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목표) 페루 국가개발전략(Bicentary Plan) 목표 달성에 협력하고 페루의

자립역량을 강화를 지원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기여

□ (중점분야 선정 기준) 기존 진행사업과의 연계성, 페루의 국가 개발수요

및 전략, 한국에 대한 기대 및 비교우위 등을 고려하여 중점 분야를 선정

□ (중점지원 분야) 중점협력분야로 아래 4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총 지원

금액의 70%를 집중함

① (보건위생) 주요 질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증진 및

건강 불평등 해소

② (공공행정) ICT를 활용한 공공행정 역량강화 및 산업다각화 강화

③ (기후환경) 기후변화 완화 및 기후변화 영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④ (교통)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및 정책 역량 강화

□ (지원방향) 페루 정부의 정책, 전략에 일치(align)하여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기술이전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여 개발협력사업

효과 극대화

□ 주요 가정 사항

ㅇ 페루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로 중점분야 정부예산 유지 또는 증가

ㅇ 2018년 지방정부 선거 후 사업대상지역 지방정부와 협조체계 유지

ㅇ 자연재해(지진, 홍수)에 대한 사업 취약성 감축 및 적응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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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협력분야

(1) 보건위생 분야

□ 국가개발계획 및 개발 수요

ㅇ 보건부(Ministerio de Salud)는 ‘보건분야 개발전략 2016-2021(Plan Estratégico

Sectorial Multianual)’에서 △모성・아동사망률 감소 및 만성 영양결핍률

감소, △전염성․비전염성 질환 발병 및 감염 관리 강화, △의료보장보험

가입 확대, △보건의료시스템 강화를 우선과제로 선정함.

ㅇ 또한, 페루정부는 보건 분야 개혁안(Reforma en Salud)을 2013년 9월에

발표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문화 정착,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보건지출 부담 경감을 주요 정책으로 발표함.

ㅇ 세계보건기구 미주지역위원회(WHO/PAHO)의 ‘2014-2019 페루 협력전략(Peru

Cooperation Strategy)’는 페루 보건 분야 발전 과제로 △보건부의 정책권한

강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향상, △질병 예방 및 관리 체계 확립,

△사회적 요인(인권, 성, 문화 등)을 고려한 정책수립을 제시함.

ㅇ 페루의 모성사망비는 2006년 출생아 100,000 명당 185명에서 2015년

100,000 명당 68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은

1990년 출생아 1,000명당 55명에서 2013년 1,000 명당 16.9명으로 감소하여

개발도상국 중 양호한 상황임.

ㅇ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모성사망비(100,000 명당 10명), 유아사망률 (1,000 명당

4명)에는이르지못하고있으며, 이는지역간보건의료서비스편차에서기인함.

ㅇ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등으로 인하여

결핵발병률이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약재내성결핵의 확산이 가장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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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균 기대수명 상승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전염성질환(특히 심혈관계 질환, 당뇨, 암 등)의

유병률이높아지고있어국가적인 질병부담의급격한상승이우려되고있음.

ㅇ 지방분권화 정책 발달로 보건부는 지역 차원의 보건 정책 이행 과정에

강력하게 개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관리 역량

부족, 질병 대응체계의 부재로 효과적인 보건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ㅇ 따라서, △도시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결핵 및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과

△산악지역(sierra)과 열대우림(selva)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창궐 중인 매개

질환 유행병(뎅기열, 치쿵군야 등)에 대한효과적인 대응, △지방분권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 해소가

국가적인 해결과제임.

□ 우리나라의 원조역량

ㅇ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달성하였으며 빠른 기간 내에 주요 보건지표를

개선한 발전 경험을 보유함.

- 1970년 기준, 출생 1,000명 당 45명이었던 영아 사망수가 2010년 기준,

OECD 평균 미만인 3.2명으로 감소하였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결핵을

비롯한 전염병예방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결핵사망률을 60년대 인구

10만 명 당 200명(추정)에서 2013년 4.4명으로 획기적으로 감소였음.

ㅇ 2015년도 기준, OECD 33개 국가 중, 지난 50년간 평균수명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

ㅇ 한국은 1954년 전염병예방법 및 1956년 보건소법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요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조직을 설립하고, 이후「지역보건법 및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통한 국민건강

관리를 추진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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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국원조동향

ㅇ 대다수의 양지 공여기관은 보건 분야 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원 중인 국가는 벨기에 및 대한민국으로 확인됨.

- (USAID) 2014년 보건 분야 프로그램 지원 종료를 공식 선언함.

- (벨기에) 유럽연합(EU)와 더불어 통합의료보험(SIS, Seguro Integral de

Salud)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과 기술협력을 실시 중임.

(2) 공공행정(ICT) 분야

□ 국가개발계획 및 개발 수요

ㅇ 페루 국무총리실(PCM)은 ‘공공관리 현대화 정책 이행계획 2013-2016
(Plan de Implementación de la Política Nacional de Modernización de la Gestión

Pública 2013-2016)’을 통해 ①행정 간소화, ②공개정부(Open Government)

실현을 위한 전자정부 구축, ③정부정책의 투명성 제고, ④국민의 참여

및 모니터링 강화를 공공부분 개선과제로 선정함.

- 또한, ‘국가행정 간소화 계획 2013-2016(Plan Nacional de Simplificación

Administrativa 2013-2016)’을 수립하여 ①대국민 행정절차의 간소화

②ICT를 활용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③대국민 공공 서비스 모델

개발 촉진, ④행정 간소화 프로세스 강화 등을 중점 이행과제로 선정함.

- PCM 산하 전자정부실(ONGEI) 중심으로 수립한 페루 디지털 어젠다 2.0

(Peruvian Digital Agenda 2.0)는 ICT를 활용한 △행정 투명성 제고 및

거버넌스 강화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 생산성 제고 등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을 명시함.

ㅇ 페루 '국가경쟁력 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 Competividad)’와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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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발전 국가정책(Politica Nacional para el Desarrollo de la Ciencia, Technologia e

Innovacion Technologica)’에서는 주요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과학기술혁신’을

포함하고 △과학기술 역량강화, △ICT 부분의 산학연계를 통한 발전 등을

주요달성목표로선정함.

ㅇ 또한, 광산업, 농업 등 1차 산업에 치중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ICT

산업 등 대체 산업 육성에 페루의 관심 증가됨.

- 그러나, 리마 및 까야오 중심의 수도권이 국내 총생산의 55%를 차지하는 등

수도와 지방 간 불균형이 국가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평가되어

지방중소도시 (아레키파 등)를 거점으로 균형발전을희망함.

- 아울러, 지역별, 산업별, 인종별 계층 간의 큰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되는 치안불안, 각종 사회문제 등이 공공부분의 해결과제로

꾸준히 제기됨.

< 2015년 세계 거버넌스 지표>

국민참여 정치적 안정 정부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주의 부패통제

페루 54 29 44 69 34 32

한국 69 52 80 84 81 70

*World Governance Indicator, 100점 만점 기준

□ 우리나라의 원조역량

ㅇ 한국의 GDP는 전후 13억달러(1953년)에서 2013년 1조 3천억달러로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룬것과 동시에 사회적 발전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함.

- 한국의 공공행정 발전경험과 관련 제도 발전 사례가 개발도상국들로 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페루는 한국의 우수한 전자정부 구축

경험 도입에 관심 다대함.

ㅇ 세계은행의 국가관리지수(WGI)는 한국의 정부효과성, 규제의 질 및

법치주의를 높게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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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정부효과성 개선을 위해 전산망 보급을 확장하고

전자정부 기반을 조성하여, 2000년 초반 전자정부(e-gov.go.kr) 공식출범을

통해 정부의 핵심 행정업무 정보화 및 생산성과 투명성 향상을 실현함.

-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2014년까지 3회 연속 UNPAN(UN Public

Administration Network) 전자정부 지수 세계 1위로 평가되어 전자정부

선도국가로서 지위가 확고하며, 국가정보화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완전성이 높다고 평가받음.

ㅇ 아울러, 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립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1차

산업 위주의 구조를 2차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재편하였음.

- 또한, KIST, ETRI 등 정부출연연구소 설립 및 대덕연구단지 조성으로

과학기술·ICT 육성을 통한 기술집약적 고도성장 기반 구축한 경험을

보유함.

□ 타국원조동향

ㅇ 페루 주재 주요 공여기관은 공공행정 발전을 위해 주로 투명한 정부 수립,

부패 방지 및 투명성 제고 불평등 해소, 민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

중임.

ㅇ (USAID) 아마존 지역을 중점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및 부패 방지,

투명성 확보를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 증진 사업을 지원함.

- 부패 척결을 위한 사법역량 강화 사업,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회 개혁

지원 사업, 지방정부 분권화와 관련한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일부 아마존 지역 대상으로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포용 향상을 위한

기술 센터를 개설하여 기술 및 농업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전자적 포용

(Digital Inclusion) 사업을 수행 중임.

ㅇ (GIZ) 민주주의 가치 증진 및 공공부분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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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야의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 중임.

- 안데스 지역 지방 분권화를 위한 인적 역량 강화 사업, 원주민 권익 개선

사업, 원주민 및 여성들을 위한 인권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투명한 공공부문 공사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INFOBRAS 시스템을 개발을 지원함.

ㅇ (IDB) 2017년부터 5년간 전자무역 싱글윈도우 시스템 고도화(VUCE

2.0)를 지원키로 승인함.

(3) 환경보호 분야

□ 페루의 개발계획 및 개발 수요

ㅇ 페루 환경 중장기 계획(Plan Nacional de Acció́n Ambiental - PLANAA

Perú́ 2011-2021)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①물, ②고형 폐기물,

③대기, ④산림 및 기후변화, ⑤생물 다양성, ⑥광산 및 에너지,

⑦환경 정책 등 7개 분야에서 2021년까지의 달성 목표를 제시함.

ㅇ 페루는 취약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경제·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겪었으며,

특히 엘니뇨현상으로 1982-1987년 사이 68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됨.

- 페루 기상청(SENAMHI)의 2030 기후 시나리오는 엘니뇨현상의 영향 지속 및

이로 인한 손실비용이 2030년 GDP의 1%~4%, 2050년 GDP의 3%~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함.

ㅇ 페루정부는 다양한 재해위험을 고려 국가재해관리시스템(SINAGRED)를

설치하고, 위험의 식별 및 감소, 재해예방과 대응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효과적인 메커니즘과 도구 개발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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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페루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국가 산림보호 프로그램’

(Conservación de Bosques para la Mitigación de Cambio Climatico)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열대우림 보호를 통한 산림벌채 감소, 기후변화 저감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지원함.

- 페루 산림(7천 2백만 헥타르)은 남미에서 두 번째 그리고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넓은 면적이나,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연간 평균 15만 헥타르가

벌채됨.

- 산림보존 사업은 생물다양성 보존, 수원함양, 토사 유출방지 및 이산화탄소

감축에 효과가 있어 기후변화 저감(mitigation)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임.

ㅇ 산림 및 기후변화 부문은 환경 중장기계획의 중요 달성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동 계획은 2021년까지 △원시림(5천 4백만 헥타르) 벌채율

0%로 감소, △토지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7.5%

감소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함.

- (세부 목표) △원시림 보존과 산림 벌채율 감소, △국가적 차원의

산림녹화, △저탄소 경제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통한

경제성장 추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감소,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을 위한 지방정부 전략 개발 및 실행, △토질악화

감소 및 가뭄대비 역량 증대 등임.

ㅇ 또한, 페루는 생물의 다양성과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 하나로, 식량,

농업, 어업, 축산업, 산림업, 생태관광 등 국가경제의 65%가

생물다양성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됨.

- 이에, 페루정부는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수원지 관리 효율성 향상과

생태계 보존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산림벌채 연간 20% 감소, △공공

기관 생태계 관리 부문 역량 강화, △생태계 보존 시스템 구축 등을 세부

실행 목표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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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원조역량

ㅇ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위해 관계부처, 학계·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를 설립,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안정적 체계를 구축함.

ㅇ 한국은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녹화사업을 시행해

산림녹화에 성공한 국가 사례로 인정받음.

ㅇ 또한, 한국은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GGGI)와 녹색기술센터(GTC)를 설립하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

□ 타국원조동향

ㅇ AECID, GIZ, COSUDE, JICA, USAID 등 양자공여기관은 천연자원

관리, 기후변화, 벌채 감소 및 산림 보호 등을 중점협력분야로

선정해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맞춰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GIZ)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등 저감 분야 사업의 비율이

높으나, 최근 적응 분야 사업 추진 중이며,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를

오랫동안 협력해온 경험이 있어 협력 필요성이 높음.

ㅇ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환경기금(GEF),

식량농업기구(FAO) 등 다자기구들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마련,

시나리오 분석, 재난 경보 시스템 개발 등 수원국 역량강화를 중점

지원 중임.

- (국제기구) 대체적으로 수원국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원국의

인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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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파라과이 중미평균 페루 칠레 미국 OECD
비율 34% 32% 29% 18% 9.5% 9%

(4) 교통 분야

□ 페루의 개발계획 및 개발 수요

ㅇ 국무총리실(PCM) 주도로 작성한‘국가경쟁력 강화 어젠다(Agenda de

Competividad 2014-2018)’는 물류 및 교통 인프라 개선을 주요 전략

분야로 선정함.

< 2014년도 세계 물류성과지수(LPI) >

구분 대한민국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종합물류지수 3.72 3.09 3.11 3.25 2.61 2.89
인프라의 질 3.79 3.11 2.89 2.77 2.43 2.62

출처 : 세계개발은행(2014)

- 세계 경제 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에 따르면 교통 인프라 품질은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하 수준임.

- 특히, 상품가치 대비 물류비용 점유율은 29%로 OECD 평균인 9%에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편임.

< 상품가치대비 물류비 점유율 >

출처 : Guasch(2012)

ㅇ 페루 교통통신부 전략 2012-2016(Plan Estratégico Sectorial Multianual

Sector Transportes y Comunicaciones)은 ①운송기반시설 확충, ②

운송서비스의 질 향상, ③통신 서비스 확산, ④민간투자 활성화,

⑤지방분권화 촉진, ⑥조직과 관련 규정의 설치 및 정비를 목표 함.

- 교통통신부는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으로 ‘교통물류 서비스 발전 중장기

계획(Plan de Desarrollo de los Servicios Logisticos de Transporte – Plan de

Mediano y Largo Plazo)’을 수립하여, 국가 발전 및 무역 촉진을 위해 △물류

개선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개선, △관련 부처 설립 및 제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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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고 있음.

- 페루의 교통체계를 현대화하고 물류 개선을 위해 지능형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 및 검토 추진 중임.

ㅇ 또한, 교통통신부는 도로교통체계(Red Vial) 개선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아울러 2011년도 기준 53%이던 도로 포장률을

장기적으로 86%까지 증가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음.

- 철도의 경우, 최근 브라질 콩 수출 증대를 위해 브라질에서부터

연결되는 양대양(Inter Oceanico) 철도 건설과 페루 북부 에콰도르 접경

지대의 뚬베스(Tumbes)에서 중남부의 이까(Ica)까지 해안을 따라

철도를 건설(Tren de Costa)할 계획을 구상 중임.

- 수도권 지역 교통 혼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철

확대 계획 보유하고 있으며, 리마 도시전철 3호선 사업자 선정이 준비

중임.

- 대중교통 운송 부담률 제고를 위한 통합요금체계 도입을 중요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계획임.

ㅇ 탄소배출량 감소를 목적으로 UN의 '자발적 감축행동(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프로그램 및 리마 시청의

지원을 통해 수도권(리마 및 까야오) 지역의 대중교통 현대화 지속

추진 예정임.

□ 우리나라의 원조역량

ㅇ 한국은‘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산업발전,

수출 극대화를 위한 교통, 물류체계를 발전시킨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2015년도 기준 한국의 LPI 지수 중 물류 경쟁력(Logistics Competence)은

25위를 기록함(페루 LPI 지수 6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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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한국은 각 교통수단별 전담 기구를 설립하여, 교통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운영 및 유지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함.

ㅇ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ITS를 본격적으로 도입(2000년)하여, 평균 통행속도 증가, 안전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의 성과를 달성함.

ㅇ 페루 교통통신부는 한국 교통안전공단(KTSA)과 MOU 체결(2014)하여

교통 분야 협력 기반이 조성됨.

□ 타국원조동향

ㅇ 미주개발은행(IDB)와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CAF)이 교통(물류)분야 혁신 및

전략 수립을 위한펀딩 및 기술 자문그리고 정책과 기획역량강화 지원를

지원하고 있음.

ㅇ 중국, 브라질 등이 양대양 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 착수단계에 기술자문을

제공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실질지원여부에대한향후추이확인이필요함.

3  분야별 지원방안

(1) 보건위생 분야  

□ 기본 방향

ㅇ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증진 확대

ㅇ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등 국제사회 공동대응체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감염병대응체계 역량 강화 지원

□ 보건위생 프로그램



- 25 -

ㅇ 1차 보건의료시설을 통한 비전염성질환(NCD) 예방 및 관리 중심의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지원

- 현지 네트워크와 보건 분야 전문성을 갖춘 WHO 및 UNICEF 등 관련

국제 기구와의 파트너십 통한 접근 고려

ㅇ 전염성질환 중 도시지역 또는 아마존 지역 취약계층에 높게 나타나는

약제내성(MDR/XDR) 결핵 예방 및 관리 역량 강화 지원

- 1차 보건의료시설을 중심으로 결핵진단 역량강화, 효과적인 복약지도

및 사회적 요인 연계지원을 통한 치료율 개선

ㅇ 아울러, 국제사회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이행전략에 적극 동참하여

페루 국가 감염병대응체계강화 지원

(2) 공공행정(ICT) 분야

□ 기본 방향

ㅇ 행정기관 업무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ICT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공공부문 업무 효율성 제고

ㅇ 과학기술 및 ICT 육성을 통한 산업 다변화 정책 이행 지원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 공공행정 프로그램

ㅇ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역량 및 공공행정 서비스의 우위를 바탕으로 페루의

‘공공부문 현대화 정책’과‘국가행정 효율화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확립 기여

- 각 기관별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정보화시스템 구축과 인적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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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를 지원하여 공공부분 업무역량 강화에 기여

- 공공부문 전반의 업무 체계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구축 마스터

플랜 등 공공분야 간 연계 및 협력 강화 지원

- ICT 활용을 통한 열린 정부 및 데이터 개방(open data) 전략 설계 및 실행

지원

ㅇ 지방정부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해 페루 정부의 목표인 지방 분권화

및 국가균형 발전 기여

ㅇ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페루 정부에서 계획 중인 과학기술 및 ICT

육성, 산업 다변화 정책 이행 지원

(3) 환경보호 분야

□ 기본 방향

ㅇ 기후변화 완화 및 기후변화 영향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 지원

ㅇ 페루 국가재해관리시스템(SINAGERD) 역량강화 지원

□ 기후·환경 프로그램

ㅇ 기후변화(엘니뇨 등)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페루 국가

재난위험관리시스템(SINAGERD)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국가재난위험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정책, 제도 및 소속

기관들의 조직 및 인력 역량 강화 지원

ㅇ 아마존지역 습지대 보존 및 원격지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 제공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 및 산림훼손 방지

등온실 가스 감축 및 환경보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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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북부 로레토州 및 아마소니아州 대상 중점 지원

ㅇ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GGGI),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와 파트너십 강화

ㅇ 기후변화 완화 및 저감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지원

(4) 교통 분야

□ 기본 방향

ㅇ 주요 도시 대상으로 ICT 기반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제도 개선 통한

교통체증 감소 및 교통안전 개선

ㅇ 역내 다자개발은행(MDBs)과의 인프라 조성사업 연계 지원

□ 교통 프로그램

ㅇ 리마 및 주요 도시 대상 교통신호체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smart city) 교통부문 시범사업 등 교통

효율성 제고 및 도로·교통 안전 개선

ㅇ 도로·교통 부문 마스터플랜 또는 타당성조사 등 개발컨설팅을

추진하되, 대규모 인프라사업 추진 시 글로벌인프라펀드(GIF),

민관협력(PPP) 활용 및 미주개발은행(IDB) 또는 중남미개발은행(CAF)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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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 개발목표(페루 국가개발전략 2021) :인적자원개발, 지역간 균형발전, 생산성 증가에 대한
투자를 통해, 2021년까지 국가의 빈곤 및 절대 빈곤율을 10% 이하로 감소

CPS 목표 :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 해소와 효율적 행정역량 지원을 통한 국민 통합에 기여

중점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제약요인
분야별 성과(Output) 평가 지표

보건위생
분야

ㅇ질병예방 및
관리 역량강화
통한 건강증진
및 건강 불평등
해소

ㅇ보건 분야
지방분권화
ㅇ보건 분야
예산 부족

ㅇ국가 감염병 대응 인력
및 인프라 강화
ㅇ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구축

CPS 적합성
해당 분야

사업이 CPS
목표달성에
적절히발굴
되었는지 여부

사업 정상
추진 여부

CPS에
적합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

공공행정
분야

ㅇICT를 활용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ㅇ열악한 ICT
인프라, 인적
역량 부족
ㅇ과학기술혁신

정부투자 부족

ㅇ전자정부 협력센터 설립
(행자부)
ㅇ중소기업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
ㅇ국가문화유산 통합시스템 구축
ㅇ광해관리 업무시스템 구축
ㅇ아레키파 ICT혁신․창업

인력․조직역량 강화

환경보호
분야

ㅇ기후변화 완화,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ㅇ적합한 제도 및
이행력 부족
ㅇ지방정부의
참여 부족

ㅇ해양기후 연구인력 역량
강화
ㅇ아마존지역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시범구축

교통
분야

ㅇ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및 정책역량
강화

ㅇ교통 체계
연계성 부족
ㅇ교통안전

문화 미흡

ㅇ페루 주요도시 교통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주요가정 사항
ㅇ 페루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로 정부예산 유지/증가
ㅇ 2018년 지방정부 선거 후 지방정부와 협조체계 유지
ㅇ 자연재해에 대한 사업 취약성 감축 및 적응력 개선

4  결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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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행전략

1  협력방안

□ 타 공여기관과의 사업 연계

ㅇ (다자개발은행 사업과의 연계) 페루 정부와 미주개발은행(IDB) 간 구축

계획이 수립 중인 ‘싱글윈도우(Single Window) 마스터플랜’과 KOICA의

‘페루 중소 수출입 기업 전자무역업무 개선사업(2014-2018/ 500만불)’ 간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 페루 정부에서 개선 중인 무역 Single Window 시스템(VUCE 2.0)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VUCE를 기반 시스템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업무 자동화 시스템 및 무역 활성화 지원 서비스 등 제공검토

ㅇ (분야별 국제기구와의 협업) 환경, 보건, 문화유산 보존 등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서, 사업효과성 및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

-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습지 보존이 아마존 지역의 환경보호 주요 과제로 부각된 바, 녹색기후

기금(GCF)과 연계하여 ‘습지보존 프로젝트’를 지원

- 페루 ‘국가문화유산 통합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15-2018/ 800만불)의

경우, 국제표준에 근접한 문화재 분류체계 확립을 위해 UNESCO등과의

협력 방안 모색

□ 민관협력 다변화

ㅇ 현지 NGO와의 협업 강화

- 꼬라오 농촌개발사업 등 종료사업의 경우, 현지 NGO 등을 활용하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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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등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결핵관리 역량강화 지원은 지역단위의 기반이풍부한 Partners in Health와

같은 INGO 등을 활용하여, 사업 파급효과가 수혜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지원

ㅇ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현지 파트너쉽 강화

- KOICA ‘페루 중소 수출입 기업 전자무역업무 개선사업(2014-2018/ 500만불)’의

시스템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현지 무역협회(ADEX), 상공회의소 (Camara de

Comercio)과 같은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로 중소기업 대상 전국 규모의 사용자

교육추진

2  원조효과성 및 SDGs 기여방안

□ 원조일치

ㅇ 한국의 對페루 협력사업 추진경험 및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페루 독립 200주년 개발계획(Plan Peru 2021/-2021)에 부합하는 사업

형성 및 추진

ㅇ 수원총괄기관 및 수원기관과의 정례협의를 분기/반기별 개최하여

사업 진척사항과 진행 방향을 상시적으로 공유 및 원조 예측가능성

제고

□ 원조조화

ㅇ (원조 조화) 중점협력분야 해당 공여국회의2) 및 기술작업그룹 회의,

수원국 주관 개발포럼 참여를 통한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2) 보건분야 국제협력협의회의(La Mesa de Socios en Cooperación Internacional en Salud); 남아메리카 보건의료분야 실무그
룹(Technical Working Group: TWG), 회원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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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연계강화) 동일국가사업의경우무·유상사업간연계,

각부처협력사업간협업, 사업에여러분야요소의적용, 봉사단파견, 연수생

초청등형태별 사업간 연계를장려함으로서개발협력사업의파급효과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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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및 사회내 성별간 관계와여성의 의사결정참여정도등을 조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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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계획된 성평등 관련조치의 성실한 이행 및 다양한 관계자와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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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조실에서 기 통보한 ODA 사업의 성 인지적 관점 적용지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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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환경변화를 실시간 반영한 원조예산 조정 및 적시 투입
ㅇ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ㅇ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

분기별

4. 자연재해 및 전염병 발생
ㅇ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지원 검토
ㅇ 전염병 발생 시 사업 일정 및 환경 점검

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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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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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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내용) ODA 시행사업, 중점협력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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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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패루 주요 경제지표 
경 제 지 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국

내

경

제

G D P 억달러 1,927 2,019 2,026 1,799 1,804

1 인 당 G D P 달러 6,325 6,524 6,449 5,636 5,566

경 제 성 장 률 % 6.0 5.8 2.4 2.4 3.3

국내총투자/GDP % 26.1 27.8 26.1 25.3 24.1

실 업 률 % 6.8 7.5 6.0 6.0 6.0

재 정 수 지 / G D P % 2.1 0.8 -0.3 -1.9 -2.2

소비자물가상승률 % 3.7 2.8 3.2 3.2 2.8

대

외

거

래

환율 (달러당, 연중) Ns 2.6 2.7 2.8 3.2 3.4

경 상 수 지 백만 달러 -5,236 -8,473 -8,030 -6,687 -6,831

경상수지/GDP % -2.7 -4.2 -4.0 -3.7 -3.8

상 품 수 지 백만 달러 6,275 613 -1,277 -2,621 -1,682

수 출 〃 47,410 42,860 39,533 36,348 38,599

수 입 〃 41,135 42,247 40,809 38,969 40,281

서 비 스 수 지 〃 -2,420 -1,801 -1,800 -1,880 -1,724

F D I 순 유 입 〃 11,840 9,161 7,885 8,010 7,998

유 입 〃 11,918 9,298 7,789 7,486 8,096

유 출 〃 -78 -137 96 524 -98

외 환 보 유 액 〃 62,300 64,423 61,185 59,256 -

외

채

현

황

정부채무/ G D P % 21.2 20.3 20.7 21.5 22.3

국내정부채무/ GDP 〃 11.4 11.5 12.0 12.7 13.5

해외정부채무/ GDP 〃 9.8 8.8 8.7 8.8 8.8

총 외 채 잔 액 백만 달러 59,504 60,816 64,355 65,423 67,890

총외채잔액/ GDP % 29.5 30.4 32.2 34.6 33.6

단 기 외 채 백만 달러 8,941 6,447 7,332 7,270 -

외채상환액/총수출 % 10.2 14.5 14.3 18.7 14.5

출처: 한국수출입은행(2016)

주: e=estimate, f=forecast



- 36 -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인간개발지수* 0.677 0.773 0.718 0.722 0.728 0.732 0.734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 55.60 30.80 27.80 25.80 23.90 22.70

1인당 GNI (Atlas, 달러) 1,970 2,540 4,380 4,870 5,650 6,230 6,360

초등학교 취학률 122.23 114.82 107.25 104.90 99.59 101.65 -

초등학교 수료율 101.86 100.57 99.05 96.13 90.98 92.50 -

중학교 취학률 84.84 84.79 91.73 91.77 89.78 93.98 -

중학교 수료율 79.16 82.74 85.75 83.69 77.00 83.13 -

모성사망비(10만명 당) 140 114 92 85 75 72 70

5세 이하 아동 사망률(1,000명 당) 38.60 27.40 21.00 20.00 19.10 18.30 17.50

HIV/AIDS 발병률(15-49세) 0.60 0.50 0.40 0.40 0.40 0.40 0.40

결핵 발병률(10만명 당) 185 150 132 129 126 123 120

기대 수명 70.51 72.46 73.64 73.84 74.06 74.28 -

홍역 예방접종 비율(12-23 개월) 97.00 77.00 94.00 96.00 94.00 85.00 89.00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79.80 82.30 84.60 85.00 85.50 85.90 86.30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62.90 67.60 72.00 72.90 73.70 74.60 75.40

초,중등학교남학생대비여학생등록비율 0.97 0.99 0.99 0.99 0.98 0.99 -

성불평등지수(GII)* - - - 0.415 0.387 0.387 0.406

남성대비 여성의 노동 참여율* 69.57 72.73 80.09 80.33 80.57 80.81 81.04

지표 순위(총 138개국) 지표값
전반적 인프라 115 3.0
도로 인프라 110 3.0
철도 인프라 91 1.9
항만 인프라 88 3.6
항공수송 인프라 80 4.1
이용 가능한 항공 (available airline
seat kms/week, millions) 43 580.6

전력 공급 65 4.9
100명당 휴대폰 가입자 84 109.9
100명당 유선전화 83 9.3

<참고 2> 페루 주요 인프라 경쟁력 지표

출처: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 Index(2016)

주: 이용 가능한 항공과 100명 당 휴대폰 가입자 및 유선전화 항목을 제외한 지표 값은 7점 만점

<참고 3> 페루 주요 사회 지표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15)

주: 인간개발지수, 성불평등지수(GII), Human Developm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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