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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국제개발협력 레짐 변천사

국제개발협력 
레짐은 1945년 이래로 변화를 거

듭해왔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

력 레짐이 여타의 국제현상과 마찬가지로 주요 행위자인 강대국(특히 주요 공여

국)의 주도하에, 그들의 원조 및 개발 정책과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발

전해 왔음을 밝힌다. 또한 공여국의 원조행위가 국제정치경제환경의 변화와 제도

의 역할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음을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천사를 행위주체와 구조,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공여기관의 원조행위와 

이에 영향을 미친 국제환경 및 구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설명한다. 

This chapter discusses historical changes in international develop-

ment cooperation regime since after 1945.  The author argues that 

like many other international phenomen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

eration regime has been largely led by major powers, in other words, influ-

ential donors and their aid policies.  In particular, the author highlights that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have critically 

affected aid behaviors of these donors.  Thus, this chapter explains histori-

cal chang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gime focusing on 

actors and structure, more specifically, aid activities of major donor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structural factors that have affected such 

aid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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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국제개발협력 레짐 변천사

I  서론 

오늘날의 국제개발협력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본격적으로 등

장했다. 이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의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였고 공여기관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

다(<그림 1> 참조). 특히 196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내에 개발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가 창립된 이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레짐은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의 주요한 영역

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제개발협력을 광범위하게 정의하자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상호 간, 개발도상국 내에

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해소하

며 세계인권선언이 주창하고 있는 천부적 인권을 개발도상국 사람

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 노력과 행위”라 

할 수 있다(조한덕 2012, 98). 특히 ODA1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발재원 중 민간자금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

모의 개발재원이며, 일반적으로 엄격한 의미의 국제개발협력으로 

통용된다. 본 연구에서 (해외)원조와 (국제)개발협력은 별도의 표

기가 없는 한 ODA를 지칭한다. 공적개발원조의 목표와 형태는 역

사적으로 변천을 거듭해 왔으며 일련의 레짐을 형성해 왔다. 넓은 

1　 OECD DAC은 다음과 같이 ODA를 정의한다. 1)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

공기관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도국 및 다자간 기구에게 지원되어야 하며, 

2)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고, 3) 공여

조건이 완화된 원조, 즉 증여율이 25%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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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개발협력의 세계정치

의미에서 국제개발협력 레짐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국제사

회가 공유하는 일련의 규칙, 가치, 그리고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장에서는 1945년 이래로 변화를 거듭해 온 국제개발협력 

레짐의 변천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정리하기에 앞서 직시해야 할 근본적 

질문 중 하나는 ‘우리는 개발협력, 특히 국제개발협력 레짐을 어떻

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일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개발협력 또는 

원조를 논의할 때 해외 원조를 국제 관계의 큰 틀과는 무관한 현

상, 혹은 독립된 현상으로 취급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은 다른 많은 국제현상과 마찬가지로 주요 행

위자인 강대국(특히 주요 공여국)의 주도하에, 그들의 원조 및 개발 

정책과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다. 그리고 국제

*단위: 백만 달러

출처: OECD QWIDS 데이터베이스; 저자가 계산.

그림 1. 전체 공적개발원조 규모, 196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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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국제개발협력 레짐 변천사

정치경제환경의 변화와 제도는 공여국의 원조 행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천사를 행위

주체와 구조,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공여기관의 원조행위와 이

에 영향을 미친 국제환경 및 구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자 한다. 

II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랭캐스터(Carol Lancaster)가 지적한 대로 제2차 세계대전이후 본

격적으로 등장한 ODA 또는 해외원조는 인류 역사에 새롭게 등장

한 현상일 뿐 아니라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기도 하다. 즉 

자국의 안보와 자국민의 복지에 최상위의 목표를 둔 국가가 왜 타

국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희소한 공공 자원을 사용해 가며 공적개

발원조를 지원하는 것일까? 다음은 이 질문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

제정치이론, 즉 현실주의, 마르크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시

각에 대한 랭캐스터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해 본 것이다(Lancaster 

2007).  

우선 현실주의 시각에서 원조는 공여국의 외교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즉 공여국들은 자국의 여러 외교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원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종속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반-세

계화를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원조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 

중심에 있는 지배국가가 개도국을 착취하고 지배하기 위해 고안한 

수단이라 주장한다. 반면 자유 국제주의자들은 세계화 시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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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러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이 협력하면서 생

겨나게 된 현상으로 원조를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구성주의자들에 

의하면 해외 원조는 자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빈곤국의 

노력을 부국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관념이 국가들 간에 자라나

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국제개발협력을 설명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고, 이들 중 

가장 많이 도입된 접근방식은 공여국, 특히 주요 공여국에 초점을 

맞춰 원조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랭캐스터는 공여국 

정부의 원조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다양한 이익집

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왜 특정 공여국의 주요 원조 목표는 ‘수

원국의 개발’에 있고 다른 국가들의 목표는 ‘공여국의 외교적 목표 

추구’에 있는지를 설명했다(Lancaster 2007). 또한 리델(Roger C. 

Riddell)은 원조의 정치적·상업적 목적, 원조에 대한 국민의 지지 

등 공여국의 여러 국내 정치·경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 공적개발원

조의 동기를 설명했다(Riddell 2007). 특히 반 더 빈(A. Maurits van 

der Veen)은 <표 1>과 같이 공여국의 원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7

개의 주요 영역(frame)을 구분하고 있다(Van der Veen 2011, 10).

이상의 연구들에 의하면 공여국은 원조를 통해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며 종종 이는 현실주적 목표와 인도주의적 목표로 구분된

다. 그리고 <표 1>에서도 볼 수 있듯 한 국가의 원조는 다양한 정책

적 영역의 틀 안에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공여국의 외교적·상업

적 목표 추구라는 현실주의 목적과 함께 수원국의 발전, 인도주의 

지원, 글로벌 문제 해결이라는 인도주의 목적이 혼합된 형태로 실

행된다. 이와 같이 현실주의와 인도주의는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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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등장한 1945년 이래로 거의 모든 시기에 걸쳐 공여국의 원조 

정책에 영향을 미쳐 왔다. 

이렇게 주요 공여국에 초점을 맞춰 원조를 설명하는 방식과는 

달리 국제체제 차원에서의 변화, 특히 최근 세계화의 한 현상 및 

추동 원인 및 결과물로 원조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했다.2 

이들은 세계화와 원조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세

계화 시대 원조는 국제사회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매김했고 세계화

와 원조는 매우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발전해 왔다. 즉, 세계화 시

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빈곤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국제 NGOs를 중심으

로 한 글로벌 시민사회는 개도국의 빈곤타파 및 개발 문제의 시급

성, 그리고 원조의 당위성을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리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를 추진하는 대표적 힘

2　 원조와 세계화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Ian Goldwin and Kenneth Reinert 

2007; Peter M. Haas et al. 2010; 서문 참조. 

표 1. 원조 정책과 관련한 7가지 주요 영역

영역(frame) 원조 목표

안보 공여국의 물리적 안보 역량 향상: 동맹국 지원, 공산주의 저지 등.

권력/영향력
권력 추구: 다른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동맹국 확보 및 국제무대에

서 영향력 증대

부/자국의 경제적 이익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 확대: 수출 산업 지원

계몽된 자국의 이익 글로벌 공공선 추구: 평화, 안정, 건강한 환경, 인구 제한 등

평판/자기가치확인 국제관계에 있어 특정한 정체성 구축 및 표현: 국제적 지위 및 평판 향상

의무/책무 (역사적 또는 국제시스템 상의 위치와 관련하여 파생한)의무 수행

인도주의 전 세계 최빈곤층의 복지 증진: 인도주의 지원 제공

출처: Van der Veen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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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개발협력의 세계정치

인 기술의 발전과 세계 시민사회의 증대된 역할에 힘입어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빈곤 타파를 포함한 여러 개발목표는 전 세계가 공

유하는 주요 가치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3 그리고 저개발국 빈곤 

문제와 해외 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인식 공유는 ‘지

구촌(global village)’의 개념을 더욱 확산, 세계화를 공고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화와 원조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는 

시각에 의하면 해외원조는 세계화의 산물이자,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힘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에 기반하여 국제개발

협력 레짐을 논의하는 데 있어 행위주체와 국제체제를 함께 살펴

보기로 한다. 특히 1945년 이래로 전개되어 온 국제개발협력 레짐 

형성 및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주요 공여기관을 중심으로 원

조 레짐을 논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주요 행위주체인 공여기관의 

원조에 구조, 즉 국제환경 및 체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

심으로 레짐의 변화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3　 특히 2000년 UN은 새천년개발목표(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 교육 실

현;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고양; 유아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AIDS 등 질

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를 채택하

여 2015년까지 해당 목표를 달성할 것을 천명했으며, 2015년 올해 새천년개발

계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을 대체할 지속가능한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발표, 현재까지 193개국이 채택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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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제개발협력 변천사4  

해외 원조의 기원은 식민지 시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만 한 독립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에게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수원국

의 개발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는4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5 <표 2>는 시기별 국제개발협력 

역사를 지배적 혹은 부상하는 공여기관, 공여기관의 주요 원조 목

표와 원조 형태, 그리고 이러한 공여국의 원조 행위에 영향을 미친 

국제환경과 관련 개발이론 및 이데올로기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이 절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역사의 시기를 1940-1950년

대, 1960-1970년대, 1980-1990년대, 그리고 1990년대 말 이후로 

구분하기로 한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어느 정도 임의적임을 인정한

다. 기존 국제개발협력 논의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기 구

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현대 ODA의 시작으로 본다는 점 외에

는 저자마다 어떠한 요소에 중점을 두어 원조 역사의 변화를 설명하

느냐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어 랭캐스터는 1945년 전을 해외 원

조 확립 이전 시기, 1945-1970년 시기를 원조의 확대 시기, 그리고 

1970-1990년을 개발 원조의 발전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Lancaster 

2007). 그리고 토르벡케는 개발 이론, 모델, 원조 목표, 정책, 전략의 

4　 이 절의 국제개발협력 역사에 대한 기본 정보는 주로 손혁상 2012; Thorbecke 

2000; Peter, Jytte Laursen Hjertholm and Howard White 2000; Riddell 2007 

등에 기반함. 

5　 냉전시기 구 소련은 동맹 강화를 위해 공산진영의 여러 국가들에게 원조를 지원

하였지만 공산진영에서 이루어진 원조에 대한 체계적 자료는 획득하기가 거의 불

가능하기에 여기에서는 주로 자본주의 진영에서 이루어진 해외원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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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지배적/부상하는 

공여기관

공여기관의 주요 

원조목표 

공여기관의 주요 

원조형태 
국제 환경

국제 개발 관련 주요 

이론 및 이데올로기 

1940– 

1950년대

•미국

•UN 설립

•브레튼 우즈(Breton

Woods) 체제 설립 

•안보 목적

•반(反) 공산주의 

•재건

•마셜 플랜(프로그램 

형태, 무상지원)

•기술지원 및 협력

•인프라 건설

•원조는 필요한 외환 

공급, 저축 부족 혹은 

국제수지 경상수지 적

자 제거의 역할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서유럽의 경제기

반 붕괴

•본격적으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

극체제, 냉전시대 시작

•케인지안(Keynes-

ian) 경제개발이론

•성장개발모델–대규

모 투자 강조

•수입대체산업화 

•공업화/산업화 우선

전략

1960–

1970년대

•유엔이 본격적으로 

국제개발 논의의 구심

점 역할 시작

•1961년, OECD 

DAC 창설; 주요 공여

국으로서 유럽 국가들

의 부상

•다자공여기관 확대 

(특히 World Bank와 

IMF)

•빈곤 감소, 재분배 

문제,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 환경, 교육, 성 

평등 문제 등 개도국의 

여러 사회적 문제 해소

•이전의 인프라 지원

에서 농촌개발, 주거, 

교육, 의료를 포함하는 

사회 서비스 대상 프로

젝트로 전환

•본격적 제3세계 개발

에 대한 국제적 논의

부상 

•미국 패권의 약화 

•주요 사건들: 베트남 

전쟁, 유럽과 일본 경제

의 부활, 미국의 경상수

지 적자 악화, 석유 파

동, 데탕트 등 

•신마르크스주의–종

속이론, 세계체제론

•인도적 국제주의

(humane internation-

alism)

• 다자주의(multilat-

eralism) 

•경제개발목표가 단순 

성장이 아닌 더 평등한 

소득분배, 절대빈곤의 

축소로 변화, 성장과 빈

곤감소를 동시적 목표

로 가져가야 하는 과정

으로 개발의 의미 변화

1980–

1990년대 
•IMF/WB

•국제수지 균형과 

예산 균형

•안정화 및 구조조정 

정책(‘개발의 잃어버린 

10년’)

•빈곤 감소가 개발원

조의 주요 목표로 

재부상

•WB/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1980년대 초반 세계

적 불황

•멕시코 금융위기; 개

도국 부채위기

•1980년대 말 구소련 

붕괴로 냉전시대 종식; 

동구권과 구소련 연방

이 공여국에서 수원국

으로 변모

•원조 피로

•신고전(자유)주의

•자유시장원칙에 기

반한 구조조정; 정부의 

비중 축소;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대처와 레이건의 등

장과 함께 신우파 (신

고전주의/신보수주

의); Reaganomics; 

Thatcherism
•워싱턴 컨센서스

•1990년대 이후 신고

전주의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 부상

1990년대 

말 이후

•NGOs
•비 DAC 공여국 부상

•남남협력 증가 

•선정(good gover-

nance); 민주주의

•UN MDGs
•원조 효과성 논의 

부상

•SDGs

•부채경감/채무변제; 

무상원조

•인도주의 지원 급증

•전부문접근(sector-

wide approach, 

SWAp), 예산 지원

(budget support)등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

한 다양한 원조 지원 방

식 대두

•1990년대 후반 아시

아 금융위기 발발

•아프리카 빈곤문제의 

부상

•냉전 종식 후 오히려 

내전 등 국가 내 분쟁 

증가

•국제 테러리즘 문제 

부상

•신고전주의와 IMF/

WB의 구조조정 프로

그램에 대한 비판 강화

•원조 효과성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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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중점으로 195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원조의 역사를 기술하

고 있다(Thorbecke 2000).6 본 연구에서는 주요 공여기관의 원조 목

표 변화에 주로 기반해서 레짐 시기를 구분하기로 한다.  

1. 1940-1950년대: 미국 주도의 공산주의 팽창 억제 

수단으로서 원조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서유럽 대부분은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

되었으며 미국이 서구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유일하게 강력한 경

제력을 갖고 있는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이 시기부터 1950년대까

지 (그리고 어느 정도는 1980년 말 냉전 종식 이전까지) 미국은 소련과 

경쟁적으로 우방국들에게 대규모 원조를 지원하며 국제개발협력

을 선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미국은 이전의 고립주의 외

교가 세계대전 발발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국내외 여론에 기반하

여 국제주의 외교로 전환했으며 UN 창설 및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협정 등 새로운 국제체제를 설립하는 데 있어 선도적 역

할을 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냉전 구도

가 펼쳐지기 시작했고 미국은 공산주의 팽창 억제라는 외교적 목

적을 추구하기 위해 해외원조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도 미국 원조

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자국의 외교적 목적, 특히 안보 추구이다

(Lancaster  2007). 이렇게 전후 미국의 반(反) 공산주의라는 대외정

6　 토르벡케 자신도 이러한 시기 구분이 임의적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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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목표 추구를 위한 원조 사용이 현대 ODA의 시초가 되었던 것

이다.

미국의 대표적 원조 프로그램이자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이 발

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원조 사업은 1948년부터 

1952년까지 공산주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서유럽 전후복구 지원 

사업으로 실행되었던 미국의 유럽부흥계획, 또는 마셜 플랜이다.7 

마셜 플랜은 주로 프로그램 형태의 무상원조로 지원되었고, 그 규

모는 130억 달러에 달했다. 마셜 플랜은 서유럽 경제가 빠른 속도

로 회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마

셜 플랜의 성공은 국제사회가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국제개발협력을 팽창,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마

셜 플랜은 주로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맞췄으며 가난한 국가의 약

한 제도 역량을 개선하는 것이 미래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 필수적

이라는 가정 하에 주로 기술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형태로 지원

되었다. 이렇게 전후 서유럽 경제기반 붕괴와 양극체제, 즉 냉전의 

시작은 미국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팽창 억제 수단으로서 원조를 적

극적으로 사용하게 만든 주요한 국제체제, 또는 구조적 요소였다. 

덧붙여 당시 국제정치경제 및 개발경제의 주요 이론으로는 우

선 자유 국제경제 시스템을 지지하면서도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케인즈주의가 있었으며, 이 이론은 브레튼 우즈 협정의 근

간이 된 자유시장경제 이론의 도전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종전 후 

탄생한 많은 신생 독립국들은 경제성장과 개발을 동일시하는 경제

7　 이는 당시 유럽부흥계획을 주도했던 미국의 국무장관인 마셜(George Marshall)

의 이름을 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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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우선주의 전략을 채택하여 대규모 투자에 기반한 수입대체산

업화 및 공업화 우선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 개발관

련 이론의 영향을 받아 당시의 공여 기관들은 원조를 수원국이 자

력으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는, 다시 말

해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인식했고, 언급했듯이 마셜 플랜의 경우, 

미국은 인프라 건설을 위해 대규모 원조를 수원국 정부에 직접, 무

상으로 제공했다. 

2. 1960-1970년대: 빈곤 및 인간의 기본적 욕구 해소를 위한 

원조 

1960년대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장기적 경제 발전

에 대한 논의가 국제 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부터 1970년대까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제3세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개발이론 및 이데올로기의 발전

이 두드러졌던 개발 논의의 황금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 주

요한 변화는 원조의 주요 목표로서 수원국의 빈곤 감소 및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해소가 OECD DAC 국가들 중심

으로 채택되면서 환경, 교육, 성 평등 문제 등 개도국의 다양한 사

회적 문제 해결에 원조를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개발협력 

사회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미국을 위시로 하여 안보 목적의 원조도 지속적으로 공여 

기관의 원조 정책에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사실 냉

전 시기 줄곧 우방국의 결속과 안보 목적을 위한 원조 사용은 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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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가장 주요한 원조 목표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

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이 시기에 수원국의 여러 사회적 문제 해결

을 위한 원조 사용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주요 공여국들 사이에 등

장,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할 수 있겠다. 그리

고 이러한 변화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공여 기관은 1961년 설

립된 OECD DAC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국제개발협력 레짐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공여국

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DAC의 설립으로 인해 유럽 국

가들은 미국과 함께 주요한 공여기관으로 등장했다. <표 3>이 보

여 주듯이 DAC의 원년 회원 국가들은 호주, 벨기에, 유럽연합, 프

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으로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이었다. DAC 국가들은 1960-1970년대 개

발 논의의 발전을 이끌며 국제개발협력 레짐의 변화를 주도해 나

갔다. 해외 원조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진 공여국 

모임인 OECD DAC은 1961년 설립 이래 오늘날까지 주요 국제개

발협력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

을 하고 있다. 설립 당시 (그리고 현재도) 미국은 여전히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DAC 회원국이기는 했으나 전후 빠른 경제 회복

에 성공한 유럽 국가들은 오랜 식민지 경영 경험과 개발도상국 현

지에 대한 지식, 깊은 문화적·역사적·정치적 유대관계에 기반하

여 점차 DAC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높은 ODA/

GNI를 기록하고 있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소위 ‘원조 선진국’이라고 불리며 다른 공여국들의 원조 

행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덧붙여 행위 주체 측면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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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공여기관들의 부상과 함께 (또는 이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이 

시기의 또 다른 특기할 만한 점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특히 

세계은행과 IMF가 정착,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들 국제개발관련 

기구들은 이후 국제개발협력 레짐을 이끌어가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8

8　 종전 후 국제사회는 세계평화 유지와 국제정치경제 체제의 안정을 위해 미국

의 리더십 하에 1945년 유엔을 창설했으며,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을 기반으

로 1945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세계은행(In-

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또는 World 

Bank(WB))이 설립되었다. IMF와 세계은행은 각각 통화안정과 개도국의 개발

과 무역진흥을 주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기구다. 그러나 1950년대까지 위 국

제기구들의 독자적 역할은 미미했으며, 무엇보다도 대규모 지원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50년대까지는 주로 미국이 독자적

으로 마셜 플랜을 통해 서유럽 경제의 재건을 도모한 것이다.

표 3. OECD DAC 회원국

가입연도 회원국 가입연도 회원국

1961

호주

벨기에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영국

미국

포르투갈(1974 탈퇴, 

1991 재가입)

1966 오스트리아

1968 스위스

1973 뉴질랜드

1975 핀란드

1991 스페인

1992 룩셈부르크

1999 그리스

2010 대한민국

2013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아이슬란드

폴란드

1962 노르웨이

1963 덴마크

1965 스웨덴

출처: OECD DAC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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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OECD DAC과 유럽 공여기관의 등장 및 영향력 확

대는 당시 레짐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1960년대에 접

어들면 국제개발협력 사회에는 선진 유럽 공여국들을 중심으로 식

민지 점령 및 착취에 대한 성찰 및 반성에 기반한 ‘인도적 국제주

의(humane internationalism)’와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등

장하게 된다. 먼저 인도적 국제주의는 국경을 넘어 인도주의를 펼

쳐야 한다는 사상으로 타국의 고통에 대해 국제사회가 나서서 인

도주의 정신을 발현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그리고 다자주의는 패

권국의 일방주의(unilateralism)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제 거버넌

스에 있어 여러 국가의 합의를 중시하며 국제제도의 역할을 강조

하는 개념이다. 유럽 국가들이 주요 공여기관으로 떠오르면서 이

러한 인도적 국제주의와 다자주의가 개발협력 레짐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국제기구들의 역할 증대와 함께 공여 기관

의 주요 원조 목적으로 수원국의 빈곤 해소와 관련 여러 사회문제 

해결이 공감을 얻게 된 것이다. 또한 당시 유럽 국가들의 정치경제

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케인즈주의와 복지국가이론은 이

들 국가의 대외원조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

로 원조의 목표가 수원국의 단순 경제 성장이 아닌 더 평등한 소득

분배, 절대빈곤의 축소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논의의 발전이 이루

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수원국의 여러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원조 

목표의 등장은 주요 원조 형태로 이전의 인프라 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에서 농촌개발, 주거, 교육, 의료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 서

비스 대상 프로젝트 사업 원조 지원으로의 변화를 야기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유럽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주요 공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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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주요한 국제체제 환경 요인으로는 전반

적인 미국 패권의 약화를 들 수 있겠다. 당시의 베트남 전쟁, 유럽

과 일본 경제의 부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악화, 석유 파동, 데탕

트 등 일련의 주요한 국제적 사건들은 미국 패권의 약화 및 지도력

에 대한 수요 감소를 야기했다(김석우 2010). 1960년대 이후 미국 

경기는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마침내 1971년 닉슨 당시 미국 대통

령은 국제수지 적자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달러 가치 급락의 압

박 하에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하게 된다. 이로서 전후 미국의 주도

로 세운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었다.9 또한 이 시기에 이르면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 독립국

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제3세계 개발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제적 논의로 부상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국제체제 환경 변화와 함께, 앞에서 논의했던 국

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 유럽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의 역할 강화로 

인해 이 시기의 개발 논의는 매우 다양화, 활성화되었다. 특히 단

순한 성장이 아닌 개발의 다면적 특성이 강조되면서, 공여기관의 

원조 목표에 있어서도 빈곤을 포함한 수원국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측면이 주요하게 반영되게 된 것이다. 

9　 그러나 닉슨 선언이 자유 무역의 붕괴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전후 브

레튼 우즈 협의가 창출한 자유무역체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설립되면서 한층 더 공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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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1990년대 초기: IMF와 세계은행의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조정 시기 

1970년대 세계 경제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었고 그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국제 수지 악화를 경험했다. 

석유위기와 세계적 경기침체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 채

무 증가로 이어졌고(<그림 2> 참조),10 1982년 멕시코가 모라토리엄

(Moratorium)을 선언, 이를 시발점으로 IMF와 세계은행을 중심으

로 채무국에 대해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소위 

구조조정 시대가 개막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신자유주의(또는 고전주의) 이론은 국제정치경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으로 부상하게 된다. 

자유주의에 근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하면 시

장은 “순조롭게 기능하는 하나의 기계”로서 객관적, 보편적 원칙

에 의해 운영되는 자기 규제적이며 자기 교정적인 기제이다(Gilpin 

2001). 시장에 대한 이러한 우호적, 긍정적 입장에 기반하여 신고

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을 포함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주

장한다. 이 시각에 의하면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경제발전의 필수 

요건이며 국제 경제 차원에서도 국가 간의 화합을 도모할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을 왜

10　 당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이미 IMF로부터 거액의 자본금을 대출받은 상태였다. 

종속이론의 영향을 받아 수출대체산업화를 추진하던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급

속한 산업화에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위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서구 선진국 

출신 금융기관들은 여러 개발도상국들에게 앞다투어 대출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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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대외채무/GNI 비율) 

**GNI에서 대외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 국가는 World Bank 리스트의 저소득국과 중소득국을 포함함.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데이터베이스; 저자가 계산함.

그림 2. 개발도상국의 대외 채무, 1970-2013

곡, 각종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최소

한의 ‘야경국가’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경제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부상은 원조 레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기까지 많은 개발도상국

들이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형태로 원조를 제공받았으

며 그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수원국들이 원조 조건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조조정의 내용은 종종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라 불리는 신고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

이다. 워싱턴 합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긴축재정, 정부지출 

재정비, 세금 및 환율 개혁, 금융 및 무역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

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1960-1970년대 주요한 원조형태는 비교

적 작은 규모의 단기적 프로젝트였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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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전환, 수원국의 거시 경제와 정책 개혁에 초

점을 맞추는 장기적 프로그램 형태로 주요 원조 방식이 변화했다. 

그리고 원조 목표도 이전의 수원국의 사회개발 문제 해소에서 자

유시장 경제체제 도입과 거시경제의 안정, 즉 국제수지 및 정부 예

산의 균형과 인플레이션 억제로 변화했다. 

이 시기 이러한 주요 원조 목표 및 형태의 변화를 이끈 가장 

주요한 행위주체는 언급했듯이 IMF와 세계은행이라 할 수 있다. 

실로 이들 국제금융기관은 강력한 공여 기관으로 다른 많은 양자 

공여기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수원국들을 대상으로 신고전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전파했다. 

그리고 이들 기관들이 이 시기에 급격히 부상할 수 있었던 주요 요

소로는 1980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의 출현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신보수주의로 종종 규정되는 이들 정권은 국

내 정치경제 구조의 대대적 개혁을 이끌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신

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강력한 반공산주의를 내세웠다. 특히 미국은 

IMF와 세계은행의 신고전주의에 기반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적

극적으로 지지, IMF/세계은행의 자유시장으로의 구조조정을 조건

으로 한 구제금융지원을 주요한 원조 형태로 자리 잡게 하는데 주

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1970년대 발생했던 두 차례의 오일 쇼크

와 이어진 세계적 경제 침체, 그리고 이로 인한 많은 개도국의 취

약한 채무 문제의 부상은 공여기관으로 하여금 빈곤, 아동, 여성, 

환경 등의 수원국의 사회개발 문제보다는 이 국가들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는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한 원

조 형태로 채택하게 만든 중요한 국제 환경적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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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대부분의 주요 공여기관들이 동시에 

수원국들의 채권국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공여 기관들

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형태의 원조 사업보다는 프로그램 형태로 

수원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구제 금융을 지원함으로서 자국 출신의 

금융기관들의 이권을 수호해야 하는 강력한 정책적 동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주요 공여기관들(특히 IMF와 세계은행)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도입과 세계경제 악화로 인한 개도국의 심

각한 채무 문제 부상은 이 시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의 원조 

레짐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 요소였다 할 수 있다. 

4. 1990년대 말 이후: 빈곤의 부활과 원조 효과성 논의 부상 

<그림 1>에서와 같이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원조의 규모가 침체되

었고,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냉전 체제의 종식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말 소련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었고, 이는 동구권의 해체

로 이어졌다. 이러한 국제 환경 및 체제의 변화는 공여국들(특히 미

국)로 하여금 더 이상 자유진영체제 동맹 강화 목적의 외교적·전

략적 원조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서 ODA 감소를 초래했

다. 더구나 구 동구권과 소련연방은 이제 새로운 수원국으로 부상

했다. 또한 1980년대 이래 IMF/WB가 열성적으로 추진했던 구조

조정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경우 수원국의 지속적 개발 또는 빚 감

소로 이어지는데 실패하면서(<그림 2> 참조) 1990년대에 들어 공여

국들은 원조 피로(aid fatigue)현상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국

제사회의 원조 감소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은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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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의 많은 수원국,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로, <그림 

3>에서와 같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ODA는 1990년

대 들어 급격한 축소를 경험하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악화된 사하

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문제는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서 빈

곤 논의의 활성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국제 환경적 요소가 되었으

며 이는 수원국의 지속적 발전 및 빈곤 해소를 위한 효과적 원조 

지원 방안이라는 원조 효과성 논의로 이어졌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극심한 빈곤 문제와 인간개발지

수 악화는 저개발 문제에 대한 지구촌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2000년을 맞아 국제사회는 유엔 새천년개발계획을 

그림 3.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 1960-2013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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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하였고, 이는 국제개발협력 레짐이 다시 ‘빈곤’으로 급회전했

음을 의미했다.11 <그림 3>이 보여 주듯이 2000년대 이후 사하라이

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급증했다.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

도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개발협력 레짐에 참여하고 있으며, 원조 

효과성 논의를 포함하여 심층적인 개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는 국제개발협력 레짐의 부활기를 맞이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1990년대 말 이후의 국제개발협력 레짐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주요 행위주체인 공여 기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개발

NGOs의 성장을 꼽을 수 있겠다. 1980년대 이래로 가속화된 세계

화, 특히 각종 대중매체와 미디어의 발달은 자연재해와 빈곤문제

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시켰으며, 이에 따라 국제개발 NGOs

를 통한 긴급구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정부가 세계 곳

곳의 극심한 빈곤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NGOs는 정부의 대안 또는 파트너로서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공

여 주체로 떠올랐다(손혁상 2012). 실제 국제협력분야에서 NGOs

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NGOs를 통한 ODA 활동

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를 포함, 비 DAC 공여국의 등장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하겠다. 비 

DAC 국가들의 원조양은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는 추세며 이러한 

비 DAC 회원국들의 부상에 대해 기존 DAC 국가들은 종종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수원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새로운 공여 기관의 

11　 예르톨름과 화이트는 이러한 현상을‘빈곤에서 조정으로, 또 다시 빈곤으로’라고 

표현함(Hjertholm and Whit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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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은 서구 경제 개발 모델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삼각협력과 남남협력의 증대는 개도국

의 강화된 역량 및 권한을 반증하며 선진국만이 주요 공여기관으

로 여겨지던 기존 ODA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야기하고 있다. 이

렇게 냉전 종식 후 국제개발협력 레짐에 있어 주요한 행위주체 측

면에서 나타난 변화로는 이 전 시기에는 서구 국가들이 지배적 그

리고 배타적으로 레짐 형성에서 목소리를 냈다면 1990년대 말 이

후 개도국을 포함하여 점차 다양한 비서구 국가들이 주요 공여 기

관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국제체제 및 환경의 변화 또한 이 시기 레짐 변화에 주요한 영

향을 미쳤다. 먼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전 종식 후 급감한 

ODA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빈곤 상황을 악화시켰고, 이는 빈

곤에 대한 세계적 관심으로 이어졌다. 또한 본격적으로 진행된 세

계화 역시 빈곤국의 문제가 국경을 넘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는 인도적 국제주의가 다시 개발협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

게 한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에 기반하여 개

발NGOs는 선진 공여국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빈곤이 다시 한 

번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도입되는 데 주요한 역할

을 했다 할 수 있겠다. 또한 냉전 종식 후 민주주의가 국제사회에

서 정당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정체로 인식되면서 원조의 주요 목

표로 선정(good governance)과 함께 (특히 DAC 회원국들에 의해) 도

입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점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

한 최근의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은 원조 효과성 논의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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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오고 있는 빈곤 중심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이전 1960-1970년대와 다른 주요한 차이점 중 하나

는 원조 효과성 논의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원조 효과성 운

동은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개발 재정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시

작되어 2003년 OECD와 공여국들이 원조 활동을 증진하고 서

로 협력할 것을 선언한 OECD DAC 로마 고위급포럼(High Level 

Forum on Harmonization in Rome)을 거쳐 마침내 2005년 원조효

과성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12이 발표되

었다. 그리고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고위급 포럼이 열려 파리협

약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아크라행동계획을 발표했으며 2011년 부

산에서 열린 원조 효과성에 관한 OECD DAC의 마지막 고위급 회

담 및 세계원조총회에서는 원조 효과성에서 개발 효과성으로의 패

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사실 수원국의 장기적 발전에 원조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여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요 의제로 하는 원조 효과성 논의는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ODA의 역사를 감안했을 때 그 등장 시기가 매

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DAC 공여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원조 효

과성 논의는 그 동안 오랜 원조 경험에서 쌓인 여러 경험들을 서로 

12　 파리에서 선언된 원조 효과성 5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수원국의 주인의식

(ownership), 2)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공여국 원조의 일치(Alignment), 3) 공

여국 간 원조조화(Harmonization), 4) 결과 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 

및 의사결정(Managing for results), 5) 공여국과 수원국 간 상호 책임성 강화

(Mutual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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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여 원조 낭비를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선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선진 공여국들의 합의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할 

수 있겠다. 2000년대 이후에서야 이러한 원조 효과성 논의가 본격

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전, 특

히 냉전 시기에는 공여국의 원조 목표가 수원국의 발전보다는 자

국의 외교적·정치적 목적에 더 무게가 있었다는 현실주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반증일 수도 있겠다. 2000년대 들어 원조 효과성 논의

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온 이유로는 빈곤의 악화와 개발 NGOs

의 역할 증대를 들 수 있겠고 이와 더불어 선진 공여국들의 만성적 

경기 침체도 원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를 부

각시키는 데 주요한 구조적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1990년대 말 이후 서구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원

국의 빈곤 퇴치와 원조 효과성 제고 담론이 발전되어 온 한편 비 

DAC 공여국들은 기존의 DAC 국가들과는 차별되는 방식의 원조

와 개발 모델을 제시하면서 수원국에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

전주의 자유시장 경제 모델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는 많은 수원국

들은 대안 모델로서 새로운 공여국, 그리고 비 DAC 국가들이 제

시하는 원조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날 원조 형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해졌다. 적어도 고채무빈곤

국들에 대해서는 원조가 무상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지지를 얻게 되었으며 현재 수원국에 대한 원조 지원 형태는 

채무 변제, 프로젝트 원조, 프로그램 원조, 기술 지원, 그리고 여

러 다양한 수원국의 역량 강화 지원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이 혼재

되어 있다. 특히 채무 변제 및 고채무빈곤국에 대한 무상원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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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ODA는 <그림 2>에서와 같이 200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

의 대외채무 비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

해 오늘날 국제개발협력 레짐은 냉전 종식 후 변화된 국제환경 속

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원조의 목표 및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원조 효과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부

상은 물론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사회가 

드디어 원조가 수원국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 및 효율성 제고를 위

한 방안 마련에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

다 하겠다. 

IV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화의 특징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 변천사를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특히 국제

개발협력의 행위주체가 국제체제와 환경이라는 구조 안에서 어떻

게 레짐을 변화시켰는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다.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현재까지 발전해 온 국제개발협력 레짐은 어떠

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 절에서는 지난 7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국제 ODA 역사와 레짐의 주요 특징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1. 공여기관 주도의 원조 역사 

우선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국제 ODA 레짐은 주요 공여기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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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그들의 관련 정책에 따라 변화에 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절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ODA를 설명할 

때 공여기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있는 이유도 국제개발협력 

사회에서 공여기관들이 주도적 목소리를 내며 레짐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여기관의 원조 정책, 철학, 형태가 국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 왔고 이는 국제개발협력 레짐의 변

화를 야기하는 주요 동학이 되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발전

해 온 원조 효과성 논의에서는 보다 효과적 원조 사용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원칙이 도입

되었고 국제협력과 개발 분야 전체에서도 파트너십 개념이 주목을 

받으면서 원조 관리 과정에서의 수원국의 더 적극적인 참여가 강

조되고 있는 등 오늘날에는 수원국의 주도적인 참여가 적어도 공

식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장려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최근 공여기관들(특히 세계은행과 IMF)은 원조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수원국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여러 원조 

사업 및 형태를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은 선진 공여기

관이 도입하고 있는 예산 지원(budget support)은 수원국 정부에

게 직접 금융 지원을 하는 원조 방식으로, 원조 사용에 있어서 수

원국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원조 형태다. 그리고 세계

은행과 IMF는 긴급금융지원조건으로 실시하던 기존의 구조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을 빈곤감소전략프

로그램(Poverty Reduction Strategy Program, PRSP)으로 변경했다. 

PRSP는 기존의 SAP에 비해 수원국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강조했

으며 빈곤에 더 초점을 맞춘 개도국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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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제 많은 비판가들은 이러한 수원국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강

조하는 국제개발협력 레짐의 형성에도 불과하고 실제 원조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수원국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한다.13 

더구나 2013년 현재 OECD DAC 국가들의 양자원조 대 다자원조

의 비율은 72:28로 여전히 대부분의 ODA가 국제기구를 통한 형

식이 아닌 공여국 정부가 특정 수원국 정부에게 직접 지원하는 양

자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조 협상 및 관리 과정

은 여전히 투명성 문제가 있으며 많은 경우 수원국들은 원조 협상 

및 관리 과정에서 수동적, 방어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공여국의 이익 vs. 수원국의 지속적 발전  

원조의 역사가 공여국 주도로 쓰여 왔다는 의미는 원조의 목표 또

한 공여국의 이익을 반영하여 설정되어 왔다는 점을 뜻한다. 실제 

많은 연구들이 공여국의 원조 목표가 자국의 여러 정치·경제적 이

익을 반영하여 설정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

실주의 입장은 인도주의와 공존하며 원조 레짐을 이끌어 왔다. 다

시 말해 공여국들은 원조를 통해 다양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 온 

한편 개도국의 개발과 인도주의 추구 목적의 원조도 함께 제공해 

왔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공여국은 원조를 통해 

자국의 이익과 수원국의 개발이라는 현실주의와 인도주의의 두 가

지 차원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김태균

13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연구로는 Kwadwo Konadu-Agyemang, K. ed. 2001; 

K. Akonor 2006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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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의 지적대로 국익과 인도주의가 “건설적인 상생의 관

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국제개발협력 레짐 역사를 살펴보면 ODA의 주요 

목표는 공여국의 전략 목표 추구의 수단에서 수원국의 발전과 공

여국의 이해관계가 접합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할 수 있다. 특

히 수원국의 빈곤 타파와 사회 문제 해결, 지속적 성장을 위한 원조

라는 개념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북유럽 선진 공여국들을 중

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후 국제기구와 NGOs의 역할 강화와 세계

화의 가속화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의 주요한 레짐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공여국은 진정으로 수원국의 경제 개발을 원하는

가’라는 질문은 유효하다. 여러 비판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경우 공여국의 원조 정책결정 과정은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되며14 

정책 비일관성 문제를 갖고 있다. 실례로 유럽 국가들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장하면서 ODA를 통해 수원국의 농촌 개발

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자국의 농산품에 대해 높은 정부 보

조금을 제공함으로서 수원국의 농산물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호무

역 조치를 취하고, 결과적으로 해당 수원국이 세계 농산물가공 산

업시장에서 경쟁력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실은 공여국의 

정책 비일관성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하겠다.

14　 예를 들어 소위 원조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국가들도 중점수원국의 선정 과정

을 대외비로 정하여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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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여기관의 부상 및 등장과 레짐 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레짐은 공여기

관의 주도로, 특히 서구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발전해 왔다. 

특히 우리는 다양한 공여기관의 등장 및 부상으로 인해 원조 목표

와 형태에 주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 주도의 반 

공산주의 목적으로 시작한 국제 ODA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

유럽이 경제 회복에 성공하고 DAC의 주축국으로 참여하면서 빈곤

과 기본적 욕구 충족이라는 개도국의 사회적 측면의 지원을 목적

으로 하는 개발원조 개념으로 발전했다. 또한 1980년 신고전주의 

경제체제를 적극 추진했던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

부가 들어서면서 국제 ODA의 목표는 거시경제 안정 및 자유시장 

건설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냉전 종료 후 더욱 가속화된 세계화 체

제 안에서 급속히 성장한 개발 NGOs와 국제기구는 국제개발협력 

사회를 다시 한 번 빈곤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

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공여기관들은 OECD DAC을 중심으로 결

집했으며, DAC은 해외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장으로서 레짐을 

이끌어 오는 데 성공적인 역할을 해 왔다 할 수 있겠다. 

오늘날 DAC의 회원국이 비 서구 국가들로 확대되고(<표 1> 

참조) 비 DAC 국가들이 주요 공여기관으로 등장하면서 국제개발

협력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목소리를 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 DAC 국가들의 등장은 DAC 중심

의 국제개발협력 레짐 형성에 있어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기존 DAC 국가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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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참석한 힐러리 클린턴의 연설 내

용 중 일부다. 

당신 국가의 역량 구축보다 자원을 빼 내가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공여국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공여 국가들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예산을 채우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

러나 이러한 형태의 지원이 지속가능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음을 역

사가 계속해서 보여 주었습니다.15

물론 이 연설은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개도국, 특히 대 

아프리카 진출이 가속화되었고, 이에 대해 미국과 기존 서유럽 국

가들은 위의 연설문에서와 같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DAC 국가들이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반

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진출을 기존 서구 국가들에 대

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리고 주요한 경제협력 기회로 여기는 경

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16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한 행위주체의 등장은 국제개발협력 레짐에 주요한 변화를 초래했

고, 이에 따라 최근 비 DAC 국가의 등장, DAC 회원국의 팽창 및 

다양화 등 공여 주체의 주요한 변화가 어떻게 국제개발협력 레짐

15　 인용 내용은 저자가 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회식에 직접 참석하여 기록함.

16　 예를 들어 Moyo 2009와 Alden 2007은 대체로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해 우

호적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중감정에 대해 우려

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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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천사를 정리해 보았다. 특히 본 연

구에서 저자는 행위주체와 구조, 보다 구체적으로는 공여기관과 

국제환경에 초점을 맞춰 레짐 변천을 논의했으며 공여국 주도의 

레짐 변천, 공여국의 이익과 수원국의 개발이라는 원조 목표의 발

전 과정, 그리고 공여기관의 부상 및 등장과 레짐 변화의 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국제관계의 한 영역으로서 국제개발협력은 다른 국제관계 현

상과 마찬가지로 세계정치의 변동에 주요한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으며 특히 강대국의 목소리가 레짐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해 왔

다. 최근 비 DAC 국가들의 성장, 특히 공여국으로서 중국의 부상

은 아시아 원조 모델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으며,17 서구 국

가 주도의 원조 레짐 형성에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을 포함한 비서구 국가들의 원조 활동 증가 및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가시화된 개도국들의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 강화

는 향후 국제개발협력 레짐 형성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그림 4>가 보여 주듯이 수원국에 지원되는 다양한 투

자 방식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며, 민간투자

17　 관련 연구로는 김지영 2014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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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 부문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어 

대부분의 수원국들 대한 개발 재원으로서 ODA의 비율이 더욱 축

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개발재원 논의의 일부로서 ODA가 다른 유형의 민간 자금과 어떻

게 연결되어 공여국의 국익과 수원국의 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히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최근의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원국에 어

떠한 의미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들이 더욱 많이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국의 주인의식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비 DAC 공여국의 등장 및 개도국의 국제적 지

위 강화 등의 요소는 분명 원조 관리 과정에 있어서 수원국 정부의 

참여 및 주체성 강화가 기대되는 변화이긴 하지만 실제 공여국-수

그림 4. 수원국에 대한 DAC 국가의 지원 - ODA와 민간지원, 1980-2013  

*단위: 백만 달러(현재가 기준)

**민간자금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은행 차관, 채권발행, NGO 지원금 등을 포함함. 

출처: OECD QWIDS 데이터베이스; 저자가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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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 관계는 1980년대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는 목

소리가 여전히 많다. 분명한 점은 수원국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서

는 원조가 수원국의 개발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공

여국과의 관계에 있어 수원국의 주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내부에서 정치 개혁 등

을 통한 여러 개발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와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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