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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국제 으로 지  리더십(intellectual leadership)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서 강조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  리더십(ethical leadership)을 원조정책의 

요한 원칙으로 표방하는 입장이다. 실제 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정책 담론이 복합 으로 

결합되어 시 지를 추구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국가 리더의 성향과 정치  고려가 이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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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문

한국은 2010년 OECD-DAC 가입을 전후로 아시아의 주요 신흥 공여국으

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입지 확대를 의미

하는 것이었고, 국제정치적으로는 신흥 공여국들이 견인하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의 흐름에서 한국이 중요한 행위자로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했다(Kim, 

2011; Zimmermann and Smith, 2011; Atwood, 2012; Kalinowski and 

Cho, 2012; Mawdsley, 2012; Mawdsley et al., 2014; Eyben and Savage, 

2013). 한국은 수원국 그룹, 신흥 개도국과 기존의 선진국 사이의 전략적 위

치에서 개발 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생산하고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해왔다. 과거 수원국 경험과 경제개발, 민주화를 이루어낸 역사를 

바탕으로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와 2011년 부산 원조총회를 개최하면

서, 기존의 원조방식의 문제점을 평가, 개선하고 새로운 국가/비국가 개발 행

위자들을 주류 협상의 당사자들로 끌어들이는 데에 기여하였다. 한국이 공여

국으로서 국제적인 입지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정부 예산도 차즘 증대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ODA 예산은 4배 정도 늘어나 2012년 기준 US$1.56 

billion(or 0.14 percent of GNI)에 달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 ODA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적, 관념적 역학관계 

(ideational dynamics)를 분석한다. 한국 ODA 정책은 다양한 정책 이해당사

자들과 정책내러티브(policy narratives) 간의 경쟁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일

어나는 치열한 정책 경쟁의 공간으로 성장해 왔다. 한국의 국제협력에 대한 

규모와 관심이 증대되면서 그에 관련된 행위자들의 숫자와 정책공간의 토론 

양상도 심화되고 확대되었다. 다양한 관련 정부 부처, 국회, NGO, 연구자 

집단과 미디어, 노조와 기업 등이 민관협력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or PPP)이라는 큰 틀 하에서 공존하며 각각의 정책 비전과 이해

관계를 두고 경쟁과 협력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2011년에서 

2013년에 중점적으로 수행한 인터뷰와 국내외 회의의 참여관찰한 결과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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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http://www.oecd.org/dac/korea.htm(accessed 30 March 2015).

그림 1. Net ODA trends in volume and as a share of GNI, 2003-13, South Korea

탕으로 작성되었다. 국내 정책행위자들은 주요한 정책결정 쟁점—예를 들어 

적절한 ODA 규모, 한국 ODA의 정책 비전, 바람직한 국내 ODA 거버넌스 

개선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였고, 한국의 OECD-DAC 가

입의 결과 ODA 관련 국제규범들이 국내에서 (점진적, 선택적으로) 도입되

는 것에 대한 상황인식에 있어서도 일정한 차이가 표출되었다. ODA 예산 

확대에 따라 주요 부처 간 힘겨루기, 국제협력 관련 신규 고용시장의 형성, 

국내외 개발관련 사업기회의 확대, 민간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의 확대 등도 

최근 국내 ODA 정책공간의 변화로 보인다.1

국내 ODA 정책의 주요 담론과 행위자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비판 지정학(critical geopolitics)과 구성주의 국제정치학 이론을 참고하였다. 

이 이론들은 정책의 형성을 다양한 정책담론, 행위주체, 각종 이해관계 사이

의 논쟁, 경쟁 그리고 협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고(O ́ 
Tuathail 1996; Ó Tuathail et al. 2006), 이러한 복잡한 권력 관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정책의 권력 중립성’과 ‘객관적 실증주의’만을 표방하는 

정책분석은 불완전하다고 보았다(Gasper and Apthorpe, 1996; Mosse, 

 1. 이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현지조사 당시 국내 정책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는 발견이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서로의 견해가 엇갈리는 지점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견해차를 
좁힐 수 있는 자리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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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Mosse, 2011; Shore and Wight, 2011). 이같은 이론적 시각에 따르

면 개발원조 정책은 국내외의 상업적, 정치적, 도덕적, 역사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외교전략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Raffer and 

Singer, 1996; Browne, 2006; Riddell, 2007). 즉, 정부 정책이란 “행위자들, 

행위주체들과 각종 관념과 기술력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과 권력의 레짐과 

거버넌스에 새로운 합리성을 부여하고 공고화하는” 공간인 것이다(“actors, 

agents, concepts and technologies interact in different sites, creating or 

consolidating new rationalities of governance and regimes of knowledge 

and power”)(Shore and Wright, 2011: 2). Mosse(2005)는 또한 정책의 결

정은 국내 정치 관계와 각종 이해관계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며, 

국가 정책이 특정한 그룹의 정치적 결집과 유지에 기여하고, 현 상황의 변화

나 개선보다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합리화하는 데에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

다고 보았다. David Chandler(2003; 2006) 역시 정책과 리더십의 정치적 상

호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는 ODA를 비롯한 윤리적 외교정책(ethical 

foreign policy)을 통해 정치 엘리트, 관료 엘리트 그리고 전문가집단이 특정

한 국가 정체성을 표방하고, 공동의 정치적 목적의식을 함양하며, 공여국 정

부의 도덕적 권위를 국내외적으로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

장하였다. 즉 정책/정치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국가 지도자의 기호, 특

성, 동기를 반영하고 국내 행위자들 간의 힘의 균형 양상을 고려하여 일련의 

정책 담론을 전략적으로 혼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보았다. Gallagher 

(2011)는 구성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영국 Tony Blair 정부의 대 아프리카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해외원조를 통해 공여국인 영국 정부가 이상화된 

국가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투사하여 영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고양시키며, 

Tony Blair 개인의 글로벌 지도자로서의 명성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이론적 시각에 따라, 이 논문은 한국의 ODA 정책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주요 저술을 참고하면서 국내 기관, 제도, 이해관계와 국내외 정

치 양상에 대한 기본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e.g. Jerve and Selbervik, 2009; 

Kim, 2011; Watson, 2011; 2012; Kalinowski and Cho, 2012; Ki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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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2012; Lee, 2012; Kim, 2013a; Kim et al., 2013). 이 논문은 국내에 

존재하는 ODA 관련 정책담론들을 크게 두 흐름으로 분류하고 상반된 입장 

간에 견해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논점을 파악하고 각 정책 네트워크에 관련된 

정책행위자들을 분류해 보고자 했다. 

현지조사 자료 수집은 2011년 여름에서 2013년 말까지, 특히 2012년 8월

에서 2013년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내외에서 열린 학술회의, 

정부 간 토론, 정책 세미나, 시민사회가 주최한 공개토론회, 공청회의 등에서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을 수행하였고, 국내 ODA 정책에 깊이 관

여하고 있는 정부, 학계와 국책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에 몸담은 개인 50명

을 심층면접 하였다. 파리에 주재한 OECD의 각국 외교관들과 사무국 직원

들, 간부들에 대해서도 20명 이상과 보충 인터뷰를 수행하여 한국의 개발외

교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청취하고자 하였다.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2

II. 한국 ODA정책의 주요 경쟁 담론: 전략과 딜레마 

<표 1>은 국내 ODA 정책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두 가지 정책 담론을 비

교한다.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적 리더십(intellectual leadership)’ 

제고를 주요 정책 목적으로 표방하는 것인데 반해 다른 하나는 한국의 ‘윤리

적 리더십(ethical leadership)’을 통해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

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표 1>에서 두 담론의 비교점을 제시한 후 각 담론

의 정책내용과 전략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비교표의 형식으로 제시되

다 보니 한눈에 두 담론그룹 사이의 상이한 시각을 각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두 입장 사이의 공통적 전제, 각 그룹 내에 존재하는 시

 2.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영역인 만큼 자료 해석에 있어서 조사시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겠다. 또한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로서, 학위 논문의 다른 부분은 
한국 ODA 정책과 개발외교에 대한 다양한 국제적 평가에 대한 분석을 담은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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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프레임
지적 리더십(intellectual leadership)

윤리적 리더십(ethical leadership) 또는 

전략적 팔로워십(strategic followership)

정책 

네트워크,  

이니셔티

브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관심기업(e.g. 해외 건설 등), 한국경제발전

학회(KDEA), 국책연구기관 
· Global Public-Private Cooperation Forum 

· KDI/기획재정부의 Knowledge Sharing 

Program(KSP) 

·외교부, KOICA

· NGO,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 Development Alliance Korea 

· KOICA의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DEEP) 프로그

램

국가정체

성 내용

·효과적인 개발정책 제안자로서의 한국: ‘지
식챔피언’(Knowledge champion) 

·신흥 공여국(emerging donor) 

·경제적 국가주의(economic nationalism)3

·존경받는 글로벌 중견국가로서의 한국 

·OECD-DAC 회원국이자 주류 공여국 
(established donor)

·인도적 국제/국가주의(humane 
(inter)nationalism) 

ODA 
정책목표 

관련 

인식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의 전파를 통해 개
도국 경제성장 도모 
·개도국과 공여국의 공동이익의 추구: ‘윈윈

전략’ 
·한국의 ‘성공적’ 개발 역사와 지식전문성에 
대한 자신감 

·국가 세금의 효율적 사용의 중요성 강조

·빈곤퇴치 

·글로벌 공공선에 기여하고 국제규범 

논의를 촉진한다는 외교 정체성

·우호적, 협력국 국제 네트워크 확대, 

국제적 의제설정능력과 소집능력(con- 
vening power) 증대 

·국제평화와 안정, 번영을 통한 ‘장기

적’ 관점에서 국가이익을 추구 

전략 

(지리적 

이미지) 

·아시아 지역성 지향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개발역사의 공통

점에 대한 인식 
·아시아개발모델, 아시아 국가들과의 개발 

정책 협력에 관심 

·글로벌 (서구) 지향성 

·국제규범 준수를 통해서 한국의 궁극

적 역할 확대가 가능하다고 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차를 조정

하고 타협을 끌어내는 ‘정직한 브로커

(honest broker)’ 역할

· DAC 회원국과 신흥개도국가들 사이

에서, 또한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의 가교 역할(bridging role) 강조 

강점과 

기회요소 

·한국의 (경제) 개발경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적극 활용 

·부산총회 등을 통해 ‘원조효과성’에서 ‘개
발효과성’으로의 국제담론 변화에 능동적이

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  

·중국 등 다른 신흥 개발파트너국가들

에 비해 한국이 갖는 ‘선량하고 중립적

인(benign and neutral)’ 이미지를 외

교적 강점으로  활용 
·도덕적 존경과 과거 수원국 경험을 살
린 공감의 논리 활용 

약점과 

위협요소 

·한국 개발 역사의 정치적 발전과정에 있어

서 논란을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에서 어떻

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

·기존의 한국 원조형태와 DAC 규범과의 차

이를 감안할 때 상당한 외부적 규범 압력

·국제규범 체계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

관계와 논쟁을 거쳐 지속적으로 변화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국제 규범의 가

변성, 상대성에 대한 논의에 소극적인 

경향. 기존 OECD-DAC 규범의 형성

표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정책담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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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프레임
지적 리더십(intellectual leadership)

윤리적 리더십(ethical leadership) 또는 

전략적 팔로워십(strategic followership)

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비슷한 개발철

학을 가진 일본이 DAC 회원국으로서 주류 

담론 형성자 역할을 못했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역시 얼마나 DAC 공동체의 규

범 변화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불투명. 

과정에 관련된 정치적, 역사적  맥락과 
회원국 간의 상이한 규범준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다소 부족 

·윤리담론으로 ODA 정책 정당성을 주
장한다면, 국내 경제 위축 시 실리담론

보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음

·교육 보건 등 ‘절대’ 빈곤퇴치를 강조

하면서 최근 개발규범이 경제성장, 고

용창출, 생산기반 확충을 중시하는 형

태로 변화하는 것에 적응할 필요 

출처: Kim, S-M(2015: 13-14)에서 가져왔음을 밝힌다.

각의 차이, 표현의 구체적 뉘앙스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이원론적 

분석방식의 한계점이 있으니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1. ‘지적 리더십(intellectual leadership)’ 담론

2012년 산업연구원(KIET),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진이 주축이 되고 각 분야 전문기관들이 참여하여 발간한 대규

모 정책연구서인 “한국형 ODA 모델 수립”(Joo et al., 2012)은 한국의 개발 

관련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ODA 추진전략의 컨텐츠를 경제, 사회, 

거버넌스, 미래이슈 분야에서 집대성하였다. 이 합동연구과제는 한국정부가 

원조와 개발에 대한 연구에 기여하고 ‘지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식 챔피

언(knowledge champion)”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되

었다(인터뷰).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ODA 모델을 수립하고 개

발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하향식(top-down) 절차가 아니라 동료 간 공동학습

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과 수원국 간 평등한 입장에서

의 지식 교류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는 수원국

 3. 경제적 자국민중심주의/자민족 중심주의 등의 번역도 가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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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여국 간의 근본적인 권력 상하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의 지식 전수는 ‘공

여국 중심의 접근법’에 머물 수 있으며 ‘과도한 애국심’이 KSP를 비롯한 정

책 컨설팅 프로그램에 동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도 하였다(인터뷰). 

이같은 지식 공유, 전파 프로그램으로서 대표적인 예인 KSP는 개도국의 경

제개발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개발 정책 경험 중에서도 거시경제와 금융, 산업조직, 경제발전과 성

장, 국제경제 분야에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KOICA 역시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DEEP)이라고 불리는 개발

경험 공유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 리더십’ 담론은 경제적 국가주의(economic nationalism) 사

고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겠다. Crane(1999)은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 담론이 공통적으로 자국의 경제개발 성공에 대한 자부심

을 표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의 기적(development miracles)’을 국민

들에게 고취시키고 국민이 그 ‘공동의 영광(common glory)’을 공유하는 것

은 해당 국가 국민들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Crane, 1999: 218). 이 같은 시각에서 보면,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

기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선 국가 정체성의 문제”로 해석이 가능하다 

(Crane, 1999: 220). 동아시아 개발모델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주요 경

제국들에 있어서 소프트파워의 주요한 원천이 되기도 한다(e.g. Glaser and 

Murphy, 2009: 22; Nye, 2011: 52). OECD의 주요 국가 외교관들과 한국의 

개발외교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한 바로는, 그들 대다수는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이라는 자산이 원조관련 다자협상에서 한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높이는 데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일본, 대만, 더 나아가 중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여 철학에 대한 공통점

을 인정하는 일군의 학자들은 현대 개발 담론에 있어서 (동)아시아 그룹 국

가들을 하나의 의미있는 분석 단위로서  묶어 아시아 원조와 개발의 특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Jerve and Selbervik, 2009; Kondoh et al., 2010; 

Sorensen, 2010; Sato and Shimomura, 2012). ‘지적 리더십’ 담론을 주장하

는 국내 정책행위자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발과 경제성장 역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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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통요소들을 인정하며 Asian Development Forum(ADF) 등의 지역 협

력 매커니즘을 통해 인접 아시아 국가들과의 개발과 원조 관련 정책 협의를 

진작하는 데에도 관심을 보인다. ADF는 2010년 한국 기획재정부의 이니셔

티브로 시작되었고, 아시아의 개발전문가들과 공무원, 전문가 집단의 정기적 

정책 협의체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원조 정책, 수원국으로서의 경험, 수원국

이자 공여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는 장이 되고 있

다. 

‘지적 리더십’ 담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기존의 서구에서 논의되어온 원조 

규범과 효과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국이 

OECD-DAC 가입으로 인해 새로운 국제적 책무와 규범이행 압력을 받게 되

었고 일정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수긍하지만, 이들 정

책 엘리트들은 무엇보다도 한국이 국제적으로 원조와 개발 분야에서 주로 기

여할 수 있는 점은 다름이 아니라 대안적 개발 지식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이들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제도개혁 

(institutional reform) 등을 강조한 기존의 서구 원조 동향과는 달리, 동아시

아 개발 협력국들은 공통적으로 원조, 무역, 인프라투자 그리고 생산분야의 

시너지 창출이 개도국의 경제적 자립를 확보하고 원조의존성을 억제하기 위

한 중요요소로 보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Shimomura and 

Ping, 2012: 128). 또한 국제 원조정책 규범이 부산 총회를 전후하여 급격하

게 변화하고 다양한 정책시각이 경쟁하는 동태적 정책공간으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하였다. 인터뷰에서 만나본 기획재정부와 EDCF 관련자

들은 글로벌 규범이란 각 정책행위자들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동태적 목표물(moving target)’이며, 여러 정책 해결책 사이에서 이루

어진 ‘잠정적 균형상태(temporary equilibrium)’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

았다. 즉, 글로벌 스탠다드란, 기존의 서구 공여국들과 신흥 개발협력국가들

이 새로운 정책 분야를 개발하고 각각의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변적 합의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 정책 엘리트들은 한국을 ‘기성 공여국 

(established donor)’으로 보기보다는 ‘신흥 공여국(emerging donor)’으로 자

기정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국제 원조의 후발국으로서 한국이 OECD- 



136   김성미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혜택으로는 회원국 지위를 바

탕으로 기존의 공여국들과 동일한 입지에서 국제 아젠다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한국의 ‘가교 역할(bridging role)’은 원조와 개

발정책에 대한 선진국, 개도국 간의 상이한 지식 체계 사이에서 ‘지적인 중

재(intellectual mediation)’ 역할을 해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전통 서구 공여국들이 주도하던 국제 규범 체계에서 한국

이 글로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또한 딜레마와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주요 국제원조 정책논쟁에서 서구의 주요 공

여국들이 주창하는 규범과 상이한 (일본식, 아시아식의) 원조 정책을 주장하

고 시행하였다가 국제원조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하였고, 세계 최대 

수준의 일본 원조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국제적인 인정을 누리지 

못하였다. 이는 유럽과 앵글로색슨 국가 중심의 헤게모니적 지식체계가 갖는 

끈질긴 지속력, 그리고 이질적 담론에 대한 배타성을 보여주는 예로서 언급

된다(Lancaster, 2007; Soderberg, 2010; Wade, 2013). Lancaster(2007: 

128)는 초등교육과 보건에 비해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며 또 구속성 원조의 

비율도 높게 가져가는 특성 등으로 인해 일본의 국제원조가 주류 공여국 공

동체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빚었다고 보았다.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은 OECD- 

DAC으로 대표되는 서구 주류의 공여국 사회로부터 좀더 빈곤퇴치와 굿거버

넌스를 정책 중점과제로 삼을 것을 권고받은 바 있으며(OECD-DAC, 2004: 

10), 일본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경제성장’과 ‘생산’ 위주의 정책방향을 수

정하도록 압력을 받아왔다(인터뷰). 대안적 지식 제공자로서의 한국의 역할

이 과거 일본의 경험과 달리 보다 널리 주류 국제원조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윤리적 리더십(ethical leadership)’ 또는 ‘전략적 팔러워십

(strategic followership)’ 담론 

‘윤리적 리더십’ 담론은 인도주의적 국제적 국가주의(humane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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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sm)로 정의할 수 있겠고, 이는 국제규범과 다자 합의사항에 대한 성

실한 이행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외교력 증대를 목표로 한다. 존경받는 글로

벌 시민으로서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기여하고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 협의

을 촉진하는 것으로 한국의 공여국 정체성을 형성한다.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한국이 효율적으로 국제 회의를 주최하고,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국제 행위자와 집단들 사이의 견해 차이를 좁혀 다자간 협상에서 

타협을 이끌어내는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곧 외교적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

다고 보는데, 특히 ODA 정책을 통해 한국의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외교력 증대의 한 방안으로 파악한다. 이같은 입장에 있는 정책행위자

들은 한국의 OECD-DAC 가입이 자발적인 국가 의사의 표현이었던 만큼 회

원국으로서 DAC이 주도하는 글로벌 규범에 맞게 국내 원조 체계를 개선하

는 것을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보았다. 2012년 한국에 대한 OECD-DAC의 

동료검토(Peer Review)는 DAC 동료회원국들이 신입회원국인 한국의 원조 

정책에 대한 ‘품질보장 확인(quality assurance check)’의 의미를 띄는 과정

으로 이해되었으며(Carroll and Kellow, 2011: 31), 이를 통해 한국에 중요

한 내부적 변화와 구조적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국제규범 준수를 

통해 인식 공동체(epistemic community)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

게 된 회원국은 비로소 주류 규범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견해를 적극

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Haas, 1997). 이러

한 맥락에서 ‘지적 리더십’ 담론은 한편 ‘전략적 팔로워십(strategic follower- 

ship)’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주류 규범 체제의 준수가 그 자체

로 목적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공여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원조와 비원조 정

책분야 모두로 파급시키려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수행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원조 행위를 ‘순응주의적 입장

(conformist approach)’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는데(Jerve and Selbervik, 

2009), 이는 기존 국제원조체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가 중국과 인도 등 다른 

신흥 아시아 공여국들이 보여주는 좀 더 독립적이고 개별주의적인 정책방향

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다(Fues and Cooper, 2008). 또한 ‘윤리

적 리더십’을 주장하는 국내 정책당사자들은 한국을 ‘신흥공여국(em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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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r)’으로 인식하는 것을 꺼려하는 대신, OECD-DAC 회원국으로서의 국

위(prestige)와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OECD-DAC

의 규범체제 밖에서 활동하는 일부 신흥공여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착취적’ 

행태를 보인다는 논리로 인해 서구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

았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 그같은 비판에서 거리를 두고자 하기도 했다. 국제

원조를 통한 상업적 손익계산을 국가정책 목표로 공론화시키기 꺼려하는 입

장으로서, 원조행위를 통해 국제 안전, 평화, 평등이 진작되고 이를 통해 장

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이 실현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원조의 주요 목표를 공

여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 추구를 위한 전략활동이라고 보는 것을 삼가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당연히 이같은 도덕(주의)적 정책 담론은 국제사회의 현실을 간과하는 ‘순

진한 발상(naivety)’ 또는 ‘위선(hypocrisy)’이라는 비판을 받게 마련이다. 국

제원조정책에 있어서 실익 위주가 아닌 도덕적 명분 위주의 담론을 추구하는 

것은 또한 국내 경제가 위축되는 경우, 실리 담론에 비해서 정책활동의 지속

성이 담보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가정책의 목표로서 ‘인도

주의적 국제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

기되기도 한다. 즉, 국제정치 현실을 돌아보면 ‘가장 성인군자같은(saintly) 

도덕적인 행위마저도—명백히 병리적인 수준이나 자기파괴적 행위가 아니

라면—폭넓게 보아 국가의 자기이익 추구 활동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 있었고(Ohlin, 1966: 25),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인도

주의라는 원칙은 원조 분야에서 마저도 실행이 어려운 원칙’(Arase, 1995: 

9)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윤리적 리더십’ 담론

은 해외원조활동에 있어서 상업적인 고려와 공리주의적 논리가 점점 강조되

고 기존 서구 중심의 규범 주도권이 비서구 국가, 비국가행위자 등으로 분산

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었다(인

터뷰). 정책 내러티브로서 ‘윤리적 리더십’은 글로벌 규범을 동질적, 획일적, 

이상화된 표준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국제 규범의 형성과정

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 역사적, 정치적 문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

거나 또는 이같은 인식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DAC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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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제도적 다양성, 규범 준수 수준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전

략적인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OECD-DAC은 1999년 그리스 가입 이후 회

원국을 확대하지 않다가 한국의 2010년 가입을 계기로 2013년에는 체코공화

국,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공화국,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신규 회원국을 대

폭 받아들인 바 있으며, 신규 회원국들의 존재로 인해 OECD-DAC 회원국 

간의 이질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국제주의는 특정

한 형태의 국익을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과 같은 서구 중견국들이 자국의 국제

적 입지를 향상시키고 규범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조정책에 대

규모 투자를 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Stokke, 1989; Pratt, 1990; 

1994). 사실 한국의 ‘선량한(benign)’ 공여국 이미지와 개도국과 선진국 사

이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국가 이미지는 한국이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

의 중재자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 요소 중의 하나이다. 국제적

으로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행위에 있어

서 (일부) 불합치점이 있더라도 일국이 국제 규범형성과정에서 역할을 확대

하는 데 기여한다.4 예를 들어,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만났던 다수의 외국인 

정보제공자들은, 수원국 경험은 한국의 국제원조정책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

여하며 현대 원조 논쟁에서 한국이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게 한다고 말했고 

(Kim, 2011 참고), 인터뷰를 통해 만나본 다수의 OECD-DAC 회원국 대표

들과 OECD 사무국 인사들은 한국이 부산 세계원조총회를 준비하고 개최하

는 과정에서 다양한 개발협력행위자들 사이의 최종 결정을 도출하기까지 보

 4. 국가가 특정 정책분야에서 표방하는 도덕적 가치와 실재 정책결과 사이에 일정한 거
리가 존재하는 것 역시 국제정치의 현실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다. Gillies 

(1996)는 서구 중견국(middle power)들의 국제정책 형태를 분석하면서 그들이 다자
간 협상에서는 ‘인권’ 등 보편 도덕 가치를 주장하더라도 양자관계에서는 이와 상이
한 정책선택을 하고, 국제정치 행위자로서 국가는 도덕적 가치를 표방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항상 도덕적 규범에 맞는 이행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럽이 가지는 ‘normative power(규범적 권력)’은 EU 정책의 일관성 부족, EU

의 도덕적 수사와 실재 개별회원국 정책 간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권력으로
서 EU의 정치적인 영향”(Diez, 2005: 613)은 여전히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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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 외교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바 있다.  한국이 중국을 설득하여 부산

총회의 서명 당사자로 참여하는데 기여한 점이 한국의 OECD-DAC 회원국

으로서 보여준 활동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평가되었다(Atwood, 2012, 그

리고 인터뷰).5

III. 근래의 정책동향: “글로벌 새마을 운동”

2012년 12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국내 원

조정책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차기 정부의 ODA 정책프로그램으로 새마을운

동이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었다. 1970년대 농촌개발정책으로 시작

된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1961~79)의 개인적인 관심과 긴밀한 관여 

하에 전국으로 전개되었고,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정신으로 공동체의 참여

를 통한 농촌 빈곤 탈출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정책의 실제적 측면에서 그리

고 상징적인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리더십’의 전형이라고 여겨질 

만큼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인물 개인과 불가분의 관계(inseparability…from 

President Park, the person)”로 역사적 기억에 남아있는 대표적 개발 정책이

다(Douglass, 2013: 26). 새마을운동 당시 정부의 정치적 의도와 새마을운동

의 개발 효과성에 대해 일부 엇갈리는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Han, 

2004; Douglass, 2013; ODA Watch, 2013), 새마을운동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개발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 성공 사례로 손꼽히며 해외로 전파되어 

왔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

로 다루어졌으며, 주로 개도국 인사들에게 새마을정신을 직접 체험시키기 위

해 한국으로 초청하는 견학의 형식으로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Soh et al., 

2011; 2012).6 이러한 개발협력 활동은 앞서 언급한 ‘지적 리더십’ 담론의 

 5.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경쟁상황에서 종종 중재역할을 한 바 
있다(Rozman, 2004: 372-373).

 6. 예를 들어 Rosen(2014)은 새마을운동 ODA의 르완다 적용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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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발현 형태로서, 다른 대형 공여국들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에 머무는  

한국 ODA의 양적 한계를 극복하고 남남 지식협력(South-South knowledge 

exchange)을 통해 한국의 관념적, 지적인 역할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

다. 새마을 ODA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 유

산(legacy)을 활용하여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과 논

란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정책 이니셔티

브들을 계속해서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 2014년 1월 정부는 새마을운동의 

개발정책 관련 교훈을 연구하기 위해 OECD와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도 하였고, 일부 시민사회와 야당 정치인들의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

하고 새마을관련 ODA는 상항 추세를 보여왔다. 2014년 3월 국제개발협력

위원회는 새마을운동을 한국 ODA 모델로 주력화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승인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이와 관련하여 새마을 관련 대규모 국제 행사

가 개최되기도 하였다[행사 내용은 Yoon(2014) 참고]. 

새마을운동을 한국 ODA의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근대화 

역사의 명암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기억하고 이해할 것인가, 한국의 국가정체

성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는 독재정치 하에서의 고도의 경제성장 사례를 비판적으로 또는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것, 특히 박정희 정권의 역사적 유산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각계의 상반된 평가와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정치

에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근본적 태도 차이로도 표출된다(Baker, 2010). 

이러한 정치경제적, 이념적 논란은 한국의 근대화 역사와 ODA 모델의 특성

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정책 당사자들의 입장과도 연계되어 

있다(ODA Watch, 2012; Kim, 2013b). 대체적으로, ‘지적 리더십’ 담론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한국의 개발경험의 핵심을 ‘효과적인 경제정책과 전문성’

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윤리적 리더십’을 선호하는 당사자들은 근

대 한국 시민사회에 내재되어있는 민주화에 대한 끈질긴 열망과 글로벌 규범

에 대한 존중을 한국 개발경험의 주요 교훈으로 생각하고, 수원국과의 공감

능력, 그리고 한국의 ‘겸손한’, ‘두손으로 주는’ 원조라는 감성적인 측면도 

강조하는 모습이다(e.g. Kim et al., 2013: 313-314). 국내 양대 ODA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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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정책 비전이 상이하고 그에 따른 정책행위자 집단 사이에서 이해관계

와 정책 영향력을 두고 힘겨루기가 상당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한국의 대통령

제 하에서 주요한 정치적, 정책적 결정은 리더십의 최상부에서 내려지는 경

우가 많고, 이렇게 최종 정책 결정을 중앙에서 주도하면서 양대 경쟁 담론 

간의 논쟁으로 인한 정책 대결의 소음, 관료주의적 경쟁은 어느 정도 정리되

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해석이 제시되었다(인터뷰). 

IV. 맺는 말 

이 논문은 한국 ODA의 주요 정책 행위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이 보이는 

정책내용을 두 가지 경쟁 담론으로 정리하였다. 한국 ODA 정책 내러티브에 

있어서 논쟁점, 입장이 갈리는 지점을 비교하고 두 입장 간의 강점과 약점을 

논하였다. 한국은 원조의 후발주자로서 다양한 정책 우선순위, 역사적 구성

요소(historical constructs), 그리고 자기정체성 개념 사이에서 탐색과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경쟁담론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

게 전재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규범적, 전략적 노력이 지속될 것

으로 보인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존경과 인정을 원하는 DAC 회원국으로서 

주요 공여국 공동체의 규범과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실제적 

변화를 지속해 나가되,7 국제 담론의 변화추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이로 인해 

파생되는 상업적인 기회도 활용할 것이다.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고유한 강점

을 한국의 개발경험에 기반한 지식 전달로 보고 이를 ODA 정책과 연계해 

나가려는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국가 정책의 미래는 국내 정치 안에서 존재

하는 다양한 국가정체성 개념 간의 경쟁, 이해관계의 충돌과 이에 대한 국내

적인 타협양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Hopf, 2002). 한국의 정치, 관료제도의 

 7. 예를 들어, 한국은 다소 주저하고 가입 유예기간을 길게 예상했던 초기 반응과는 달
리 2014년 초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또는 
IATI)에 가입하여 국제원조규범 준수의 의지를 보여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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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하에서는 최고 정치 리더십이 규정하는 국가이익과 정치적 고려 역시 

ODA 정책 방향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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