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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9년 한국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부산 세계

개발원조총회 개최 이후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배경에

는 물론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발전경험 전수 및 공유라는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 이미지 제고와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기적

으로 현지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의 실리

추구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사업 규모를 보면, 몇몇 광역지자체(경북,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는 ODA 규모가 크지 않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예산, 법규 등

의 체계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은 실제 행정경험

을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채택하고 인해 현지 민간기업과의 파트

너십에 의존적이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ODA 관련 선행 연구들은 현지 고유성과 경쟁력을 반영한 사업에 집

중할 것을 이야기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약 고유의 ‘집중

과 선택’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탈피하고 예산 낭비를 피할

수 있도록 질적경영분석 방법론을 통하여 사업 경영 전략을 제시하였

다. 또한, 사례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

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사례연구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공유사업을 선정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성장-점유율 매트릭스는 일반적으로 이윤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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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목적인 민간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경영전략수립 방법이다. 이와 같은 성장-점유율 매트릭스의 성격은

방법론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성장-점유율 매트릭스는 민간기업에서 분석이 간편하여 널리

오랫동안 사용된 기법이지만 복잡한 세계시장을 두 가지 요소를 통해

서만 파악하여 지나친 단순화의 경향이 있다는 점, 외부효과의 영향

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분야별 시장경계의 설정에 필연적인 한

계가 있다는 점, 개별 사업분야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사실들이 본 분석의 결과를 이

해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접근방식을 통해서 지자체 수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국

제개발협력사업들이 조직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수요와 시장의 동향에 탄력적

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지방정부 ODA, 질적경영분석, 정책공유사업, 성장-점유

율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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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배경

2009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

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제2조 1

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개발

도상국의 발전을 위하여 유상 또는 무상의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

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국제개발협력 대

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성과는 미흡하다. 서울시의 경우 대외협

력기금’등을 마련하여 18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고 경상북도는

‘경북 국제화 그랜드 플랜’을 추진하며 100억 원을 조성하였다. 또한

새마을 세계화재단을 설립하고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

업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국제개발협력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시, 대전시, 경기도 성남시, 경남 창원시, 충남 아산시, 강원도 및

제주도 등의 지자체들도 일정 예산을 책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추진

하고 있다.

도시는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고속성장을 경

험하고 있는 개도국들에게는 도시 간의 교류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따라서 현재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내 지자체들도 글로벌 협력 체제 형성과 현지 기업들의 진출을 장

려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규모를 늘려갈 전망이지

만, 국내에서 지자체 주도 국제개발협력의 역사가 불과 2000년대 후

반에서야 시작되어 그간에 진행되었던 지자체 주도의 국제개발에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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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세계 수준의 도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한 고유의 정책모델이 국제사회에서 공고

히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도국들의 관심도 날로 증대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시는 ‘세계와 함께 발전하는 공유외교 실현’이라는 목

표 아래 서울형 정책모델 해외공유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여 상수도,

도시철도, 교통, IT분야 등에서 보유한 다양한 우수정책등을 바탕으

로 컨설팅 사업을 수주하거나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와 같은 일정의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 지자체의 ODA 사업은 소규모 재원으로 다수의 사업을 집행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관된 사업운영 방향의

설정이 지체된다면 개별 부서와 사업담당자들은 자신들의 사업 운영

과 성과에 집중하게 되면서 상호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에 소홀해 질

수 있다. 이처럼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특성, 많은 지방자체단체

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아직 정착단계인 사실을 고려했을 때 향후

사업운영 전략의 방향을 파악하여 한정된 조직의 자원을 보다 합리적

으로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아직까지 지자체의 ODA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을

배경으로, 지자체가 국제적 개발목표를 지향하면서 지자체 고유의 경

험과 특성에 맞는 국제개발협력 및 ODA 사업을 운용하기 위한 전략

을 제시하도록 서울시 정책공유사업의 사례를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사업

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을 도출한 다음, 그에 기초하여 서울시 정책공

유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시장분석과 질적경영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의 바람직한 조직 내 자원분배를 위

한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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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1) 지방자치 대외개발협력의 역사

지자체의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는 1940년대 말 서유럽 지방정부들

간 맺어진 일종의 자매결연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안성호,

1998).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무역․원조․정치분야에서 지자

체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박병식 외. 2011). 1990년대 들

어와서는 지자체간 국제협력이 세계화와 범세계적 지방분권화 및 민

주화 물결을 타고 국제관계의 뚜렷한 새로운 양식으로서 부각되었다

(안성호, 2001). 특히 1990년대를 전후하여 환경위기에 대한 경각

심이 높아지면서 환경분야의 지자체 국제협력이 크게 늘어났는데. 세

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건강도시네

트워크(Healthy Cities Network)가 결성된 것도 1986년의 일이

다. 또한 1990년에는 43개국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엔본

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의 건설’을 표방한 세계지자체대회에

서 환경관리능력의 향상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

해 국제지자체환경협의회(ICLEI)을 창설하였다. 같은 해 유럽의

440개 지방자치단체들은 라틴아메리카 아마존 열대우림지역의 국가

들과 기후협약에 서명하였다. 이듬해인 1991년에는 국제지방자치단

체연합(IULA)이 출범하였다. 그리고 세계도시연맹(United Towns

Organization)과 시티넷(Citynet) 은 유럽연합의 지원 하에 지자

체환경협력사업(Municipal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gram)을 추진해 왔다. 국제사회가 1990년대 선진국들의 경제

악화로 원조규모의 지속적인 감소를 겪은 뒤에 개발도상국 의 빈곤감

소 및 사회·경제적 개발과 공여국 및 공여기관들의 원조관행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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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3월 OECD 파리본부에서 열린

OECD/DAC 원조공여국 고위급회의에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채택하였

다.

2) 국제개발협력 및 ODA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많은 지자체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추진,

자매결연 등을 통한 협력, 지역적․세계적 네트워크의 형성이나 가

입, 국가적․국제적 지방자치단체연합체들의 캠페인에 가담, 유럽연

합(EU)과 같은 지역기구와 유엔(UN) 등의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사

업에 참여, 그밖에 각종 국내외 기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추

진되는 국제협력사업의 수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박병

식 외. 2011).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대신하는 주도적 역할이 가능한지에 대

해서 Clark(1995; 박병식 외 2011. 재인용)는 지방자치단체가 국

가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측면들 몇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중앙정부

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복합적인 기능들을 수행해야 하는 입

장에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현안 혹은 당면 문제에 집중해서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둘째, 원칙에 기초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다른 외교정책 사안에 종속

시키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생활에

관련된 사업들을 채택하여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차이가 있다. 셋

째, 다양하며 경쟁적인 정책현안을 다루는 중앙정부의 입장과는 달

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단일 혹은 소수 현안에 집중적인 활

동을 통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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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주로 돌아가는 국제사회의 성격 때문에 제한된 정부 기구만이

극히 제한된 정도로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허용하

고 있을 뿐, 법에 기초한 공식적인 협의 지위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박재영, 2003; 박병식, 2011. 재인용). 또한 대내적 행정주체간의

추구하는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중앙정부는 자국의 이득

을,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려는 경향은 상호 이해

관계의 충돌을 낳는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정부 고유의 영역인

외교, 국방 등의 민감한 영역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NGO의 참여를

기피하거나 제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3) 관련 선행연구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국제협력의 역사는 짧지만, 그동안 학계에서

는 몇 가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다수는 현황이나 규범적인 논의 수준에서 지방자치 연

구 주제를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규

범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연구(이은재, 1994; 권경득, 1999; 김판석, 2000; 하영수, 2001)

들이 그러하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추진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도 적지만 존

재한다(이주호 외, 2007; 우양호 이정석, 2010). 이 중에서도 조현

주 외(2015)의 연구는 세계화와 관련된 요인들이 지자체의 ODA 사

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방정부의 세계화 정도를 나타내

는 국제화관련 조례 재정여부, 해외직접투자, 외국인 비율이라는 독

립 변수와 지방 ODA 예산과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개별 사업들의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도 수행되었는데(개별 자

치단체 사례에 대한 연구(정회상, 1998; 권경득 임정빈, 2000;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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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규 이재현, 2007; 황원규, 2005), 그 중 윤정호(2014)는 서울시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사업 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해당

연구는 관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수요자 및 공급자

측면을 모두 살펴 구체적인 발전방안의 도출에 있어 균형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지만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특성상 서울시의 타

사업들과 다른 지자체들의 유관 사업들에 대해 갖는 시사점이 제한적

이다.

기존 선행 연구를 살펴 본 결과, 국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국제협

력 및 ODA의 짧은 역사로 인하여 당 연구주제에 관하여 규범적인

논의에 의거한 연구, 사업 효과 및 추진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에 기

반한 연구, 개별 사례에 관한 연구들은 존재하나 국내 경제성장을 견

인한 수도로서 가장 폭넓은 정책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

책 교류 사업에 관한 연구는 아직 다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사례연구

1) 국내사례

(1) 한국 정부 

(가) 추진 체계 및 관련 법규

한국의 ODA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

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물자 및 현금공여, 프로

젝트형 사업, 기술협력 등 무상원조의 성격은 KOIC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상원조의 성격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다자간 ODA는 외교통상부와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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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 ODA 주무기관

며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외교통상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는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유

웅조, 2011).

자료: 외교통상부, 박병식 외(2012) 재인용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2010년 1월 제정된 국제개

발협력기본법 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동법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의 목적, 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국제

개발협력위원회 운영, 주관기관의 역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상 국제개발협력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

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여기서 "협력대상국"

이란 개발도상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수준, 경제 · 사회발전단계

등을 고 려하여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정

하는 국가를 말하며, "국제기구"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가 정한 개발관련 국제기구 가운데 우리나라가 재정

적 기여를 하거나 공동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하는 국제기구를 말

한다.

ODA 사업은 크게 수원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국제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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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지원하는 다자원조로 구분하며, 이 중 양자원조는 상환의무의

유무에 따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12)에 따르면 "유상원조"란 이자율 · 상환기간 및 거치

기간 등에 있어서 협력대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

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력대상국에 제공하

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

무상원조"란 협력대상국에 대하여 현금 · 현물 · 인력 · 기술협력 등

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는 것을 말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 따라 ODA 사업 분야별 주관기관인 기획

재정부와 외교부 및 총괄 ․ 조정 기관인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

력위원회는 5년마다 ODA 사업을 위한 범정부적 마스터플랜으로 국

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기본계획에는 국제개발협

력정책의 기본방향, 국제개발협력 규모 및 운용계획, 중점협력대상국

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3) 그리고 국

제개발협력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

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사업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14)

한편 ODA 사업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외에 대외경제협력기금

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등의 법률도 적용받는다. 대외경제협력기

금법 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

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 대외경

제협력기금(EDCF)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 관계 및 상호교

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 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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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외교부 산하에 설치한 특수법인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운

영하기 위한 법률이다.

(나) 추진 현황1)

2015년 한국의 ODA 규모(순 지출 기준)는 2조 4,176억원으로

2014년 2조 2,762억원 대비 1,414억원(6.2%) 증가하였다. 국민

총소득(GNI)의 0.12%를 기록하였다. 당초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부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지만, 제1차 기본

계획에 따른 연차별 ODA 확대목표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한 상황

이다.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의 ODA 지원실적을 보면, 미국, 영국, 프

랑스, 독일, 일본 순으로 규모가 컸으며 한국은 1163백만불을 기록

하여 2009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18위에 올랐다. 또한 증가율 면에

서는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조원권, 2011)

그러나 해외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의 ODA 규모는 4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전 세계 ODA에 대

한 기여도는 0.7%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여전히 한국의 GNI 대

비 ODA는 UN 권고 기준인 0.7%, OECD 국가 평균 0.25%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GNI 규모 또한 2009년과 비교하여 2010년에는 83% 상승한

0.12%로 확인되었다. 한국은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입, 2010년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국의 대외적 위상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원조활동이 요

1) 국회예산정책처(2014)의에 기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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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고 있다(박병식, 2010).

 

한국은 2010년 기준으로 ODA 규모가 1163백만불로 집계되었다.

이는 23개국 DAC회원국 중 18위의 성적으로 2009년 19위의 순위

보다 한 단계 상승한 수치이다. 증가율 면에서는 2009년 8.2억불 대

비 25.7% 증가하였으며, DAC 회원국 중 포르투갈(31.5%)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ODA 수준을 나

타내는 ODA/GNI 비율도 전년과 수치와 비교하면 0.02p(0.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DAC의 평균 수치인 0.32%

에 크게 못 미치지만 DAC 회원국으로서 여타 DAC 회원국들에 비

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 ODA가 2005년 대비

56% 증가한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앞으로 한국정부의 ODA

확대계획에 따라 ODA 규모 및 ODA/GNI 비율도 지속적으로 개선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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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지방자치단체

(1) 관련 법규 현황

국내의 지방정부의 해외 정책공유는 상당히 작은 규모로 이루어 지

고 있고 지방정부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되어 투자되는

특징이 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해외 정책공유 추진을

위한 기구나 법규 등이 없거나 부족하고 예산의 규모나 지속성 면에

서 지방정부의 예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방정부의 자치 법규는

대부분 대외협력 기금 내지는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진행되는

사업들이다.

그림 2 주요 지방정부 국제교류 관련 자치법규 현황

출처: 신종호 (2012)

(2) 지자체 해외개발협력 성과

지자체별 ODA 규모는 증가 추세지만, 중앙부처에 비해서는 아직

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규모 측면에서 2009년까지는 서울시가 최대

였으나, 2010년부터는 경북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으로 경북이 총 20.6억원, 서울이 총 10.7억원, 경기도는 4.8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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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출하였다.

그림 3 지자체별 ODA 규모 (단위: 억원)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통계” ; 행정안전부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 내부자료(2012)

(3) 분야별 투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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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 ODA 투자 상위 5개 지방정부 분야별 투자 규모

출처: 한국 수출입은행 통계자료

(4) 사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ODA 2) - 추가예정

(가) 추진체계

총리실이 주관하며, 외교부, 재정부, 행안부, 농림부, 농진청,

KOICA,EDCF를 비롯하여 지방정부인 경상북도가 참여하고 있으

며, 기관별로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이 각기 다

른 지역에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비효율적이라는 비

판(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1)도 존재한다.

경상북도의 경우, 새마을운동 발상지라는 역사적 배경과 도지사의

전폭적 지원과 관심에 힙입어 도청 내 새마을운동 세계화 전담 조직

을 구성였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 주체 중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이

며, TF팀의 일원으로서 타기관과 차별되는 경북형 모델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2) 한국지방자치학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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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새마을운동 ODA 추진체계

(나) 사업 분야

새마을 ODA사업은 기관별로 보유한 경험을 살려 개별 사업을 추

진하며, 상호협조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식개혁’ 중심으로 연수 프로

그램과 마을단위 소득증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KOICA) 농촌종합개발 ODA

재정부(EDCF)
개발경험 정리, KSP, 대규모 농업인프라 

지원 추진

농림부 농업관련 국제협력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협력

행안부 (경상북도, 새마을중앙회)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측면인 

‘의식개혁’중심의 연수와 마을단위 

소득증대 사업 추진

표 1 새마을 ODA 실행 기관별 중점 사업 분야

경상북도의 경우, 동남아 지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베트

남, 인도네시아에 진행하여 초등학교, 마을회관, 보건소 등의 물리적

인프라 지원과 현지 연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농촌개발

지원 사업으로서 중국에 총 12학급의 한·중 새마을초등학교를 건립

하여 중국 새마을운동 시범지구로 지정하였다.

아프리카에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르완다, 카메룬 4개국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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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총 2010년 5개 지역, 2011년 9개 지역에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함과 동시에 ‘새마을리더 봉사단‘이라는 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하

여 저개발지역에 파견하여 현지에 적합한 방식으로 새마을 운동의 경

험과 기술을 보급하고자 하였다. 파견된 봉사단 인원은 2010년 기준

30명, 2011년 기준 52명이며, 파견기간은 각 1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현지에 적합한 새마을조직을 육성하고 주민의식교육과 소득증

대에 관련한 마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아시아 4개국(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아프

리카 에티오피아 국가에 한국 대학생들을 단기 파견하여 의료 및 마

을 환경개선 봉사활동과 더불어 새마을운동 홍보활동을 진행시켰다.

또한 경상북도는 KOICA와 UNWTO와 협력하에 2009년부터

2003년 총 5년에 걸쳐 우간다와 탄자니아의 마을들을 대상으로 ‘한

국형 밀레니엄 빌리지’를 4개소 설치하였다. 이 기간동안 전기, 도로,

식수와 같은 기초 인프라에 관한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을 완료하였으

며, 농업기금 확충을 위한 저축금고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속적 사업

개발 기회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3) 서울시

(1) 서울시 해외도시 협력사업 추진체계

서울시의 국제교류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 하의 국제교류사업단에

서 진행하고 있다. 모 조직은 국제교류담당관 아래 국제정책팀, 정책

교류팀, 미주구주팀, 아시아팀, 국제교류지원팀, 시티넷지원팀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 있었지만 2014년 1월 1일 서울의 도시개발경

험 공유사업과 같은 중요 사업의 진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해외도

시협력반을 신설하였다. ODA 사업은 국제교류사업단에 해외도시협

력반 내 정책교류팀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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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울시 해외도시 협력사업 추진체계

출처: 서울솔루션 홈페이지(https://seoulsolution.kr/) 

(2) 서울 정책공유 사업

(가) 개황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정책공유사업은 ‘서울시가 급속한 도시발

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축척한 정책 및 수행노하우를 솔루션화하여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건물, 시

설물 및 기자재 등의 물적 협력수단(Hardware)과 전문가파견 컨설

팅 및 연수생초청 등의 인적 협력수단(Software)을 결합하여 다년

간(통상 2년~5년) 지원하는 사업3)’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이 사업은 ‘정책공유를 통한 개발

도상국 도시 인프라 향상 및 시민 삶의 개선’이라는 비전하에 도시계

획, 교통시스템, 도시철도, 전자정부, 상하수도, 환경 및 주택 분야에

걸친 서울시의 대표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공유하고

자 하는 데 사업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서울솔루션 홈페이지(https://seoulsolution.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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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분야

현재 상수도,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등 4개 분야를 선도분야로

정하여 서울형 정책솔루션이라는 우수정책 소개사업을 진행한 바 있

다. 그 밖에 도시계획, 하수도, 환경분야가 진행중이다.

서울시의 4대 선도분야별 우수정책을 살펴 보면, 먼저 상수도 분야

에서는 상수도 고도기술, 고도처리시스템, 막여과 정수처리시설 등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유수율은 94.5%로 세계최고 수

준에 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UN 공공행정서비스

대상수상, 2010년과 2012년에는 물산업 혁신상을 수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기술’로 국제특허를 취득하는 등 상수도 행정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교통분야에서는 종합교통관제센터(Transport OPeration

Information System, 이하 TOPIS),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스마트

카드), 버스 중앙차로제, 버스운영관리시스템(Bus Management

System, 이하 BMS) 등 선진적인 교통정책의 우수성을 국제적으

로 인정받고 있다.

상수도
상수도 고도기술(유수율, 누수율, 정수수질검사), 고도처리시스템, 

막여과 정수처리시설 등

도시철도
무선통신망(유비쿼터스) 구축, 스크린도어, 터널모니터링시스템, 

자동운전장치(ATO) 시스템 등

교통관리 TOPIS,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스마트 카드), 버스중앙차로 등

전자정부
모바일서울(m.Seoul), 다산콜센터, 천만상상 오아시스, 

정보공개시스템, 무료 WiFi 구축, GIS 포털 등

환경 원전하나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신도시 청계천, 상암 신도시, 도심재생,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등

표 2 서울시 보유 우수정책

자료: 서울연구원(2014) 세계와 도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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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무선통신망 구축, 스크린도어, 터널모니

터링시스템, 자동열차운전장치(Automatic Train Operation, 이하

ATO) 시스템 등 지하철과 관련하여 12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

으며, 세계대중교통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Transport, 이하 UITP) 등 다수의 국제평가 수상 및 해외언론에서

도 최고의 지하철로 보도되고 있다.

끝으로, 전자정부 분야에서는 모바일서울(m.Seoul), 120 다산콜

센터, 천만상상 오아시스, 무료 WiFi 구축, GIS 포털 등 우수한 정

책으로 UN이 후원하고 미국 럿거스대에서 발표하는 ‘세계도시 전자

정부 평가’에서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5회 연속 1위를 수상하

였다. 2010년에는 세계 72개 도시를 회원으로 하는 WeGO 창설,

초대·연임 의장도시로 있는 등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도시 간에 리

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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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4대 선도분야 수상내역

■ 상수도 분야

 ⇒ 2009 UN공공행정서비스 대상 (2009.6)

 ⇒ 2010 글로벌 물산업 혁신상 (Project Innovation Award) 수상(2010.9)

 ⇒ 2010 국제비지니스상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수상(2010.9)

 ⇒ 2012 국제위생재단(NSF) 품질 인증 (2012.8)

 ⇒ 2012 글로벌 물산업 혁신상 (Project Innovation Award) 수상(2012.9)

■ 교통분야

 ⇒ 2005 Sustainable Transportation Award 수상 국제교통정책개발연구원(ITDP), 

교통개발 위원회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환경방어(Environmental Defense) 공동시상(2006)

 ⇒ 2006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혁신정책 우수상

 ⇒ 2007 동아시아 교통학회 우수프로젝트상

 ⇒ 2011 Golden Chariot Awards

 ⇒ 2011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PTx2 지역상(Regional Award)

 ⇒ 2011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PTx2 전시상(Showcase Award)

■ 도시철도 분야

 ⇒ 2011 제11회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아태회의 ‘기술혁신 및 대중교통 발전공헌 

인증상’ 수상

 ⇒ 2011 제59회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신기술 혁신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1 메트로레일 최우수 아·태 메트로상(Best Metro Asia Pacific), 최우수 

에너지효율상(Most

Energy Efficient Metro) 수상

 ⇒ 2009 메트로레일 수송효율화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

 ⇒ 2013 CNN선정 세계 9대 명품 지하철(2013.1.10.)

■ 전자정부 분야

 ⇒ UN 후원, 럿거스대학교 뉴워크 캠퍼스 공공행정대학원(School of Public Affairs 

and Administration,

SPAA) ‘세계도시 전자정부 평가’ 5회 연속 1위(2003, 2005, 2007, 2009, 2011)

표 3 서울 정책 솔루션 선도분야별 수상내역

자료: 세계와 도시 5호

(다) 사업 형태

사업형태는 크게 원조형과 수주형으로 나뉘며 2015년 현재 원조형

사업의 경우 11개국 11개도시에서 총 11개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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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이며, 수주형의 경우 총 12개국 13개 도시에서 15개 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다.

분야 국가/도시 사업명

교통 (11)

중국 베이징 자동운임징수 시스템 구축
몽골 울란바토르 교통정보센터 등 구축
아제르바이잔 바쿠 교통정보센터 등 구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버스결제시스템 구축

뉴질랜드 웰링턴 교통카드시스템, 정산서비스 구축
뉴질랜드 오클랜드 교통카드시스템, 정산서비스 구축

콜롴비아 보고타 자동요금징수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태국 방콕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컨설팅
몽골 울란바토르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버스관리시스템 구축
그리스 아테네 e-티켓팅 시스템 구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통합정산시스템 컨설팅

도시철도 (2)

베트남 호치민 도시털도 1호선 궤도 분야 실시설계용역

방글라데시
치타공~친키아스타나11개역 신호설비개량 

컨설팅

상수도 (1) 브루나이 PMB섬 인프라 개발 컨설팅
폐기물 (1) 싱가폴 주롱섬 셈콥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표 4 서울정책공유사업 수주형 사업 추진 현황

출처: 서울솔루션 홈페이지



- 21 -

분야 국가/도시 사업명

교통 (2)
가나 아크라 도시교통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스리랑카 콜롬보 스리랑카 및 광역지역 대중교통시스템

상수도 (4)

인도네이사 중부자바 정수장 시설개량사업 타당성조사

페루 찬차마요 수도시설 개선 사업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정수장 시설개량 타당성 조사

몽골 울란바토르 먹는물 수질분석

전자정부 (3)

모잠비크공화국 마푸토 전자정부 타당성조사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전자정부 타당성조사

인도 뭄바이
ICT 활용한 시민참여 정책 컨설팅 및 

시스템 개발

도시계획 (1) 베트남 다낭
도시개발 전략 컨설팅 -하이테크파크 

개발

소방 (1) 방글라데시 소방방재시스템 구축 컨설팅

표 5 서울정책공유사업 원조형 사업 추진 현황

출처: 서울솔루션 홈페이지 (https://seoulsolution.kr)

(3) 공적원조사업 (서울 ODA)

서울시는 2004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주요 재난에 대한 구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대외협력기금을 신설하였다. 이어 「대

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제2

항」에 따라 지진, 쓰나미, 태풍 등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한 외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긴급 구호자금 및 구호물자, 구호 인력을 파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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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울형 ODA 사업 개괄

출처: 서울솔루션 홈페이지

주요 대상국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 남미, 중동/CIS 등의 개발

도상국으로 주요 사업분야는 개도국의 개발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인 교육, 정보통신, 교통인프라, 행정제도, 환경, 보건의료

이다4).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외국도시 공무원 초

청연수,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을 비롯하여 총 9개의 사

업이 운영 중에 있다.

4) 서울솔루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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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명 개 요 소관부서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교육기간: 6기 _ ‘13.8.~’14.8. , 7기 _ 

‘14.8.~’15.8. 

위탁기관 :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취득학위 : 도시행정 석사

내용 : 서울시 

우수사례강의 및 

현장학습

시립대학교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교육기간: 6기 _ ‘13.8.~’14.8. , 7기 _ 

‘14.8.~’15.8. 

위탁기관 :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취득학위 : 도시행정 석사

내용 : 서울시 

우수사례강의 및 

현장학습

시립대학교

서울-베이징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내용 :  문화교류 활동을 통한 양 

도시간 협력 토대 마련
아동청소년담당관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

내용 : 도시 철도 기관 관계자 연 2회 

총 20명 초청교육
도시기반시설본부

몽골 울란바타르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내용 : 울란바타르 국립공원 내 어린이 

놀이공간 및 공원 조성
공원조성담당관

개도국 보건의료지원

대상 : 3개국 (울란바토르, 비슈케크, 

카투만두)

내용 :  진료지원, 환자후송 진료

보건의료정책담당관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컨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

대상 : 몽골 울란바타르시

내용 : 

서울문화정보센터 

기자재, 행사물품 

지원 등

문화정책담당관

상수도 국제지원

대상 : 페루 찬찬마요시

내용 : 관로정비, 취수장 보수사업, 

상수도관계자 초청연수

상수도사업본부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 사업

해외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구호자금 

및 물자 지원
국제교류담당관

표 6 서울시 정책공유사업 ODA 현황

4) 시사점

(1) 지자체 대외개발협력 및 ODA의 특성 및 한계

조사한 국내 사례의 경우, 지자체 수준의 대외개발협력 추진 시의

문제는 현지 예산의 한계로 인해 민간자본⋅경상보조 방식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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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에서 비롯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 ODA 사업은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대상으로 사업 제안을 접수한 뒤 사업자(수탁기관)를 선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자체의 교류협력 관련 인력과 재

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은 수행기관에 대한

사후 평가가 어렵고, 이로 인해 지자체의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

려가 있다(경기개발연구원, 2012)는 의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적극

적으로 활용한다면 지방정부가 현지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창

출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최근 서울시가 수주형 ODA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정책수출 사업 전담기구를 추진

하는5) 것도 이러한 의도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지자체 대외개발협력 및 ODA 추진 방향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기관에 비하여 빈약

한 예산규모로 인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관계가 특히 중요하다. 따라

서 지방정부는 고유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여 추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 분

야별 세계시장의 전망이 긍정적인 분야를 파악하고 이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원조대상국에 대한 인도적

원조와 경제적 협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

부 차원에서 시장의 미래가치 선점과 현지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교류 도시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

진출 분야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보유한 ODA 사업과 관련된 고유

한 자원의 발굴을 통해 지자체가 비교우의를 확보한 분야 특화하여

5) 전자신문. 2014.09.16. “서울시, 지자체 첫 전자정부 등 도시정책 수출 전담법인 설립한다”

http://www.etnews.com/201409150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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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이 현명하다(경기개발연구원, 2012). 일례로

세계원조개발총회를 개최한 부산시의 경우처럼 국제개발협력과

ODA 관련 국제행사⋅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지자체 고유의 브랜드가

치를 제고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공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

하다.

5) 해외 사례

(1) 싱가포르 SCE(Singapore Cooperation Enterprise)6)

(가) 기관 개요

싱가포르 협력기업(Singapore Cooperation Enterprise: SCE)

은 싱가포르의 발전 경험에 대한 해외의 관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2006년 싱가포르 통상산업부(th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와 외교부(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었다.

6) 해당 내용은 SCE에서 발간한 홍보책자인 「Partnering Singapore’s Public Sector」의 내용

과 SCE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등의 자료를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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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CE 조직도

자료: 서울시. 2014b.

SCE는 15개 부처와 60개 이상의 법정이사회(statutory

boards)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 정부의 요구를 충족하고, 개

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SCE는 싱가포르의

발전 경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중심점으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는데, SCE는 국제적 기업 싱가포르(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를 통합한 기관으로, 싱가포르 공공부문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고 있다.

SCE의 역할 중 하나는 공공부문에서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주도함

으로써 외국 정부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싱가포르의 민

간부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임. 즉, 공공의 노하

우를 민간의 산업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미국 공공연구소들의

Spin-off 전략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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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 정보

    ○ 설립연도 : 2006년

    ○ 설립형태 : 비영리 목적법인

    ○ 설립목적 : 싱가포르의 발전경험을 해외에 전수하기 위한 통합적 채널확보

    ○ 설립주체(출자·출연기관) : 싱가포르 무역 및 산업자원부, 외교부

    ○ 주요 참여 기관: 

      - (공공부문) 산업자원부, 외교부 등 15개 부처

      - (민간부문) 싱가포르 기업 등과 협력 관계 구축

      - (기타) 싱가포르 국내외의 NGO, 연구소 등

    ○ 조직현황 : 총 20명의 정규 전문직

      - CEO(1명) : 운영총괄

      - 프로젝트 디렉터(7명) : 자금조달책임(2), 프로젝트 개발책임(5)

      - 프로젝트 매니저(5명), 경영지원(3~5명)

    ○ 재원조달

      - 별도 예산편성이 아닌 자체 운영 수익으로 운영

      - 프로젝트 수주금액의 5~10%를 커미션으로 운영비용 충당

      - 인건비, 임대, 사무기기, 영업비 등 연간 50억 이상 운영예산 소요

표 7 SCE 주요 기관 정보
  

(나) 주요 서비스

SCE는 싱가포르 공공부문의 전문성에 관심이 있는 외국의 파트너

들을 위한 창구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고객중심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CE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다) 전문지식 공유서비스

연구방문 및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정부의 요구에 대응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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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이로서, 연구방문(study visit)과,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 있다. 연구방문은 3~5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방문 일정은 정부

및 기업 관계자, 기관 방문 등을 포함하는 회의 및 토론 일정으로 구

성된다. 참가자들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단기간의 특별 워크숍도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싱가포르의 다양한 정부 기관(조

직)들의 역량, 경험 등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5~10일 정도로 진행되며, 싱가포르의 다양한 전문지식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맞춤형 교육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

로 기술적·소프트웨어적 훈련 등이 포함된다. 정부기관 방문, 업계

전문가들과의 토론, 전·현직 고위 공무원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들

이 진행된다. SCE 설립 초기부터 150개 이상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

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다.

(라) 정책자문 서비스 및 과업 실행 서비스

SCE는 싱가포르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현행 시스템에 대한 검토

및 차이 분석, 프레임워크 추천, 특별한 솔루션 제공 등에 관한 전문

가를 팀으로 구성할 수 있다. SCE 전문가들은 협력 국가들의 과제와

계획 등에 대해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과업 실행 서비스는

싱가포르의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싱가포

르 전문가들은 외국의 과업 수행 및 노하우 공유에 기여할 수 있다.

(마) 민관 파트너십 프로그램

SCE는 민관파트너십(PPPs)에서의 싱가포르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의 민간

부문 개발에 대한 싱가포르의 투자자들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규제

설립, PPPs를 위한 금융 프레임워크, 기반조성 과제

(infrastructure project)를 위한 과제 계획·구조 및 재정 등 금융

인프라(bankable infrastructure) 사업에 대한 자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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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기반 조성 과정 수행 및 투자를 위해 싱가포르 기반의 기

업, 민간부문 기반 조성 개발자, 금융업자 등을 유치할 수 있다.

(2) 해외 협력 현황

SCE는 정부기관으로서 해외 국가 및 기관과의 양해각서 등

(MOU/MOA)을 체결 할 수 있으며, 4개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30개 이상의 국가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지역(key regions) 국가
Asia Pacific 부탄, 인도, 인도네시아, 몰디브 등 7개국

중국 지방정부, 기관, 협회 등 22개국/기관
중동·북아프리카·라틴아메리

카
아부다비, 바레인, 브라질 등 12개국

남부사하라지역(아프리카) 가나, 케냐 등 8개국

표 8 SCE의 해외협력 현황 

(가) 주요 사업분야

SCE의 사업 분야는 주택, 기업 가버넌스. 전자정부, 해외투자, 보

건, 산업단지/경제특구, 토지교통. 항구 및 화물운송 관리, 행정관리

및 개혁, 기술 및 직업 교육, 도시개발 및 관리 등이다. 국가 단위의

조직 특성상 국정운영에 관련한 분야에 걸친 활동도 사업내용에 포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분야 사업 내용

경제개발
태국 싱가포르 경제개발 경험 이전

콩고 경제개발계획 수립 자문
상하수도 인도 오폐수 처리 기술 습득

교통

베트남 대중교통 체계 구축 및 운영

중국 종합교통계획 수립 자문

중국 도로 자산평가

전자정부
케냐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모리셔스 신분증 구축 사업

표 9 SCE의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자료: http://www.sce.gov.sg/public-private-partnership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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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동경 동경수도서비스주식회사7)

(가) 기관 개요

일본 동경수도서비스주식회사는 수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

는 기관으로 도쿄도의 자회사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87년 2월에 설

립되었으며, 수도사업 해외진출, 정수장 운영·관리, 물 안전계획에

대한 컨설팅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JICA8), 민간

기업과의 컨소시엄 등을 통해 수도사업의 해외진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JICA와 함께 개발도상국 수도사업 시설개선 등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에는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해외 물산업 비즈니스에 참여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해외 수도 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동경수도서비스주식회사 역

시 도쿄도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7) 이하의 내용은 서울시의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위한 일본 지자체 출장 결과보고(2012)」의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발전연구원(2013)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8)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일본국제협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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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 정보

   ○ 설립연도 : 1987년 2월

   ○ 설립형태 : 주식회사

   ○ 설립목적

     - 수도 관련 각종 업무위탁(수도관정비, 계량기교체 등)

     - 해외 진출 활성화

     - 지역주민과 협력사업 추진 등

   ○ 설립주체(출자·출연기관)

     - 동경도수도국(51%), ㈜손해보험 재팬 등 10개 기관

     - 자본금 : 1억엔

   ○ 인원현황 : 주로 수도국 퇴직자로 구성

   ○ 재원조달 : 수익금 규모는 작으나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

표 10 일본 동경수도서비스주식회사 기관 정보

(나) 주요 서비스

동경도수도국에 근간을 두고 있는 조직이니 만큼 상수도보호구역

(수도수원림(水道水源林) 및 다마천 수원삼림대(水源森林帶) 운영·

관리,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 물 안전계획에 대한 컨설팅

제공, 수도자재의 관리 서비스 등이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

밖에도 수도기술 연수 및 사원·협력회사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

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사업도 편성되어 있다.

(다) 해외 협력 현황

동경수도국이 직접 해외에 나가는 것은 공무원 겸업금지 규정에 따

라 불가하여 동경수도서비스주식회사에서 직원을 파견한다. JICA의

의뢰로 말레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에 동경수도국과 함께 수도사업 해외미션단을 파견한 바 있다. 또,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수한 호주의 제2 수도사업자(4개

주 300만명에게 수돗물 공급)인 UUA9)사 운영․관리에 참여하였

다.

9) 호주의 제2수도 사업자인 United Utilizes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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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요코하마 10)

(가) 개요

요코하마시의 국제 기술협력은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방재,

상하수도 인프라 관리, 자연환경보호 등 기술적 강점을 보유한 분야

에 초점을 맞춰 해외 도시와의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국제기구와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국제기구들과의 관계를 기술협

력에 중요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요코하마시의 경우 과거부터 지방정부 단위로서의 국제협력을 활발

히 추진해왔다. 요코하마는 에도막부 시기 처음으로 서방과 일본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발전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국제 무역항

으로 전성기를 맞기도 하였고, 동시에 일본의 근대화를 견인하는 중

추적 도시로 발전하면서 많은 도시발전에 수반되는 과제들을 극복하

면서 급속히 발전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개항 이후 157년이 지

난 지금까지 특히, 1909년 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126년이라는 도시

의 역사 동안 요코하마시는 관동대지진, 제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

중의 공습, 전후의 중심 시가지 접수와 교외 지역의 난개발 등 많은

과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 설립목적 : 신흥국가의 도시과제 해결 지원 및 요쿄하마시 경제의 활성화

    ○ 담당부서 : 요코하마시 정책국 공동창조 추진본부 공동창조 추진과

    ○ 주요 참여 기관 

      - (공공부문) 요코하마시

      - (민간부문) 대학, 기업 등(요코하마시 소재)

      - (기타) JICA 등

    ○ 조직현황 : 시 공동창조 추진과에서 담당

표 11 Y-PORT 기관정보

10) 아래 내용은 서울시 내부자료, Y-PORT 홈페이지(Y-Port. http://www.city.yokohama.lg.jp)

의 내용을 참고로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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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사업 분야

요코하마시는 JGS Corporation, JFE Engineering

Corporation, Chiyoda Corporation, HITACHI와 같은 민간기업

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효과적인 기술 협력

을 진행하고 있다.

w 도시계획

필리핀 세부시와의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11년 1월에는 인도 도시개발 프로젝트

형성을 위한 일본·인도 중핵거점 개발세미나 개최를 개최하였다.

w 상하수도

요코하마시는 1887년에 일본 최초로 근대 상수도를 설치한 도시로

서 오랜 기간 많은 경험을 쌓아왔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요코하마시

가 가장 먼저 국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도 수도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수도국이 2003년에 시작한 베트남 훼시에 대한 협

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사업의 기술 및 경영이라는 두 가

지 면에서 협력한 결과, 2009년에는 수도꼭지에서 바로 물을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선언’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해당 기술을 훼시 주

변의 베트남 중부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하수도분야에서도 환경창조국이 2014년에 베트남 하노이시와 기

술협력을 시작했다. 이는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 슬러지 처리·침수

대책 등 하수도사업 운영에 관한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흥국으로의 물사업 진출을 위하여 요코하마 물비지

니스 협의회를 구축한 바 있다.

w 친환경기술

요코하마시는 일본의 시 중에서 가장 많은 세 개의 공립동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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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도시로 동물의 사육과 번식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인도네시아 서부 발리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댕기흰찌르레기의 개체관리와 환경교육을 통해 댕기흰

찌르레기의 야생복귀를위해 노력하는 ‘댕기흰찌르레기 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에 지역주민과 협동해 보전활동을 시작했고

2013년에는 현지에서 보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시의 환경창조

국과 동물원을 관리하는 요코하마시 미도리 협회가 2008년부터 ‘우

간다 야생생물 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w 방재

요코하마시 정책국은 시티넷 요코하마 프로젝트 오피스와 함께 ‘필

리핀 일로일로시의 커뮤니티 방재 추진 사업’을 진행하였다. 홍수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일로일로시의 요청을 받은 요코하마시는 2012년

부터 3년에 걸친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요코하마시의 소방·위기관리·

위생분야 전문직원과 하천의 환경교육, 방재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NGO에서 자료를 받아 피난 매뉴얼 및 홍수 해저드 맵을 작성하고,

피난훈련, 하천 환경개선과 환경교육을 실시 했다. 이 사업에는 일로

일로시 정부 및 지역 커뮤니티 및 대학이 함께 참여하였다.

(3) 프랑스 

(가) 개요

서구 근대국가 수립시기 절대왕정을 구축하였던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하였으나 1982년 분권화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

적인 지방분권화를 도입하였다(김태수, 2014). 분권화 대외협력의

법률적 정의는 “프랑스 지자체 및 지자체 그룹과 해외 지자체를 연결

하는 협력, 개발원조, 해외 프로모션, 우호관계, 기술지원, 인도주의

적 지원, 재화/용역의 공동관리 등의 모든 영역”을 지칭한다.

프랑스에서는 약 2600개의 지자체가 120개 국가에 걸쳐 520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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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권적 대외협력사업을 벌이고 있다. 분권적 대외협력사업을 벌일

수 있는 지자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법에 의거하여

분권적 대외협력은 각 단위 지자체에 부여된 고유 권한 내에서 실행

되며 중앙정부 고유의 권한이 미치는 영역에 개입할 수 없다.

- 시(市) les communes

- 도(道) les départements

- 레지옹 les régions

- 해외지자체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outre-mer

- 기타 시(市) 연합조직

(나) 주요 시장

프랑스 지자체의 분권적 대외협력 대상 지역(개도국)은 주로 같은

프랑스어권인 서아프리카 국가들(말리,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중·

동부 유럽, 북아프리카 및 베트남에 치중되어있다.

(다) 주요 사업 분야

시(市) : 일반행정, 사회복지, 방재, 초등교육, 위생, 정화, 상수

도, 전기·가스 배급,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주민등록관련 업무, 토

지대장, 청년·스포츠, 문화, 등 분야

도 : 사회복지, 보건(공공의료사업, 예방), 공공시설, 교육, 기초단

체 지원사업, 등

레지옹 : 경제협력(에너지 관리, 농업, 등), 지역개발사업(공공시

설, 인프라 및 교통, 환경 및

자연환경정비 사업, 등), 교육(중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문화, 연구, 교통,

커뮤니케이션, 관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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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현재까지 서울시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성과

및 현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해외

동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외의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를 중심

으로 하여 해외도시 들의 정책공유 및 수출 사례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및 ODA 사업의 특성과

전략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주력해야

할 사업분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사례별 주요 사업 분야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서울시 정책공유 사업에서 교류국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가 거래되는 해외 시장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분석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규명한 전략 추진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서울

시의 세계 정책 경쟁력 측정한 뒤 사업별 비교우위를 도출하여 서울

시 정책공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서울시가 보유한 자산인 정책 경쟁력과 해당 분야 시장의

전망을 바탕으로 경영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라도삼 외(2013)는 도시를 총 4단계로 분류하여 각 그룹별 도시

특징을 정의하고 예상되는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분류하였다. 첫 번째로 ‘취약도시’는 최빈개도국의 도시로 위생, 주거

등 1차 인프라가 필요한 도시이며, ‘개발잠재도시’는 경제성장이 막

시작된 중진도시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시설, 도시정비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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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필요한 도시, ‘개발도상도시’는 GDP 10,000달러 정도의 중

진국으로 성장한 도시로 효율화와 친환경 기술을 통해 2차 도약을 준

비는 도시, 마지막으로 ‘발전도시’는 도시고도화를 준비하는 도시이자

시민의 편의와 협치등에 필요한 다산콜센터, 시민청, 원전하나줄이기

등의 정책 준비가 필요한 도시이다.

도시발전단계 예상이슈 주요 정책

취약도시 
도시위생, 재난, 주거, 

교통

쓰레기 처리, 재난 관리, 수자원 관리, 

주택건설폐기물 관리, 버스 정비 등

개발잠재도시 산업개발, 도시정비
도심보전 및 재생, 교통시스템, 지하철, 

산업공단 등

개발도상도시 효율화, 친환경 기술 쓰레기 재처리 시설, 지역난방, 통 카드 등

발전도시 최첨단 스마트 IT관련 산업단지, 시민소통, 전자정부 등

표 12 도시발전단계 대응 서울정책 도출

출처: 라도삼 외(2013)

위 표에 나타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실제로 서울이 도시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온 경험이 있는 분야들이다. 세계 많은 도시들에게

교육을 통한 간접적 경험 전수를 넘어 기술 및 정책의 도입에 관한

지식까지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 서울시의 행정경험과 노하우가 집

약된 분야이며 이미 서울시 정책공유 사업에 일정의 실적을 보인 분

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서울시 정책공유 사업

대상 분야 중 서울시가 선정한 4대 선도 분야(상수도, 도시철도, 교

통정보시스템, 전자정부)을 포함한 주요 우수정책분야 6 항목으로 상

하수도, 도시철도, 교통시스템, 전자정부, 자원회수시설, 신도시 분

야이다. 4대 선도 분야는 교통, 도시철도, 상수도, 전자정부이다. 이

들 분야는 도시의 필수적인 기반시설과 행정 소프트웨어로서 모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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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분석의 절차

울시가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킨 우수 정책분야이

다. 신도시개발 분야와 자원회수 분야는 향후 서울시 정책공유 사업

영역의 확대와 국제시장 전망에 대한 기대로 서울시에서도 4대 선도

분야 외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네 단계를 걸쳐 진행하였다. 첫째로, 분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책공유사업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

는 정책 분야를 비롯하여 분석 대상이 될 정책분야를 설정한다. 둘째

로, 설정한 연구범위 내 분야별 시장현황 분석을 통해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그리고 경영학 분야의 질적 경영분석법을 채

택하여 서울시 정책공유 사업 분야들을 대상으로 성장-점유율 매트릭

스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사업 경영전략을 도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 경영분석기법 중에서 성장-점유율 매트

릭스(BCG 매트릭스)를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하기로 한

다. 성장-점유율 매트릭스는 사업 혹은 제품의 경쟁력을 평가하거나

사업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처음 개발한 것으로, 한 조직의 개별 사업들을 대상으로 조직

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운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

다.(윤평구, 2003) 분석 방법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 적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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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브랜드 마케팅, 제품 관리, 경영전략수립, 포트폴리오 분석 등으

로 그 쓰임이 다양하다. 민간 기업의 경우 각 사업단위의 위치 및 성

과를 평가하여 유지, 철수 여부를 결정하는 전략적 판단을 세우는 데

사용한다.

성장-점유율 매트릭스는 기업의 사업을 '스타(Star)사업', '현금젖

소(Cash Cow) 사업', '물음표(Question Marks) 사업', '개

(Dog) 사업'으로 분류한다. 가로축은 시장점유율이고, 세로축은 시

장성장률을 나타낸다.

그림 10 성장-점유율 매트릭스

각 사분면은 위의 그림과 같이 분류된다. ‘스타’사업은 시장점유율

이 높고 시장성장률도 높은 사업 및 제품을 말하고 계속 투자할 가치

가 있는 사업을 말한다. 반대로 둘 다 저조하면 ‘도그’사업에 해당되

는데, 점유율이 높아서 이윤이나 현금흐름은 양호하지만 앞으로 성장

하기 어려운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시장점유율만 높으면 ‘캐쉬카우’

사업에 해당되는데, 당장은 현금창출력이 가장 높아 해당 조직의 주

된 수입원인 사업이나 향후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 않아 전략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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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입이 필요한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퀘스천마크’사업의 경우 시장

성장률은 높아 조직의 경영성과에 따라 향후 ‘도그’사업이나 ‘스타’사

업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조직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3) 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항목은 사업단위별 점유율, 성장

률 두 가지이다. 점유율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해당분야 시장규모

에서 한 기업의 매출액 비중을 의미하는데, 본 분석의 경우 분야별

한국의 해외시장점유율을 사용하였다. 성장률 항목은 각종 조사기관

이 예측한 해당 분야별 연평균예측성장률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분야

별 세계 권위 있는 조사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와, 국내 유관 공공기

관의 간행물이나 보도자료를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2015년 7월 기

준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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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한국 

점유율 

(%)

출처
연평균예측성

장률 
출처

상하수도 0.40%
녹색성장위원회,  

2012
4.20%

한국수출입은

행, 2013

도시철도 2.61% 산업연구원,2011 7.00%
SCI/Verkehr, 

2013

교통정보시스템 2.00%
국가경쟁력강화위

원회, 2012
9.99%

Global 

Industry 

Analysts, 

Inc., 2010

전자정부 0.20%
정보화진흥원, 

2012
4.30%

행정안전부, 

2012

자원회수 1.40%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0
5.50%

지식경제부, 

2010

신도시 7.80%
국토부,2014.해외

건설시장점유율 
8.50%

Global 

Insight, 

2013

표 13 분석 자료와 출처

5. 시장 분석

1) 도시 인프라 시장 현황

세계 각지에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중이다. 도시화율은

2009년 50%를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60%까지 확대될 전망에

있다. UN의 예측에 따르면 2015년까지 매일 20만 명의 인구가 도

시에 편입되며, 이 추세가 계속 될 경우 2050년에는 67.2%까지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현재 약 70억명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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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2050년 93억명을 넘어서게 되고, 이중 67.2%에 해당하는

63억 인구가 도시 거주민에 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속도는 과거 1세계 선진국들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

는 것으로서, 신흥국 내에서도 일부 지역이 급속한 도시화와 과밀화

를 겪고 있다. 현재 예측대로라면 2030년 전세계 도시화율은

47.1%에 달하고, 2050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 거주

하게 될 것이다(라도삼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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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시화의 주역은 바로 신흥국들이다. 현재 세계 도시 인구 증가

의 약 90%은 신흥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메가시티들의 경제적 비중이 현재는 높지만, 인프라 시장은 신

흥국 중·대도시 시장의 부상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인구의

22%들을 메가시티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들 도시에서 전세계 GDP

의 51%가 생산된다.

따라서 신흥국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 인프라는 유망한 사업

으로 부상 중인데, 2030년까지 약 40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과거 도시 인프라에서

투자가 집중되었던 부문은 통신과 교통 분야였던 반면, 향후 40년간

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의 도시화에 따라 도시 기반시

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전력과 물 인프라 시장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와 지멘스와 GE 등의 글로벌 기

업들이 앞다퉈 도시 인프라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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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1 

~2010(연평

균)

2011 ~2020

(연평균)

2012 ~ 2030

(연평균)

2011 ~ 2030

(누적)

도로/ 철도  2,690 2,990 3,500 64,900

통신 6,540 6,460 1,710 81,700

전력 2,700 3,830 5,130 89,570

물 5,760 7,720 10,370 180,900

합계 17,690 21,000 20,710 417,070

표 14 세계 인프라 시장 동향

2) 도시 인프라 특성

도시인프라 사업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제품(장비, 시설 및 네트워

크), 시스템 및 SW, 서비스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업의 진행단

계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기획, 설계, 시공, 운영 으로 구분이 가능하

다. 도시인프라 시장의 가치사슬이 창출되는 구조는 바로 이 지점이

라 할 수 있다.

 

그림 13 실행단계에 따른 도시인프라 시장의 서비스 종류

기획단계는 기존의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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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도출하여 사업화하는 단계로서, 사업의 전반적 틀과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이다. 설계 및 시공 단계는 기술적 방안을 계획하는 세

밀한 도면을 작성하고, 그 도면을 기초로 직접 설비를 구축·조립하는

단계로 주로 전문기술을 갖춘 민간기업(설계회사와 시공사)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운영단계는 시공이 완료된 이

후 인도된 장비 및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보수하고 전체 시스템

을 관리·운영하는 단계이다.

3) 지역별 도시인프라 현황

(1) 기반시설 보급 현황

신흥국 인프라 보급률은 선진국의 약 31%로 확충이 시급하며, 이

는 도시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운송인프라 이며, 상후도와 통신 분야는 선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거나 근접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이 타 지역 대비 가장 열악한 지

역으로 파악 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흥국 도시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기초 인프라가 빈약한 상태인데, 그 가장

큰 이유로는 도시에 급격히 유입되는 인구와 이에 동반된 경제 규모

확대 속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라도삼 외,

2013).

전력 철도 도로 인터넷 상수 하수 주택
만 Mwh 만 Km 만 Km 천명 천명 천명 천 채

선진국 (A) 37.4 2.10 58.7 11,846 33,132 33,471 17,704
신흥국 (B) 11.6 0.75 13,536 8,929 27,120 20,899 30,887

B/A 0.31 0.35 0.35 0.75 0.82 0.62 1.74

표 15 선진국과 신흥국 인프라 보급 현황 비교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라도삼 외(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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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도시 성장 현황

라도삼 외(2013)에 따르면 약 75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도시로 정의한다면 전 세계 도시는 약 663개 이며 이 중 신흥국 시는

457개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 인도, 아시아, 동, 아

프리카, 중남미, 구소련지역, 선진국으로 분류 시 선진국이 76개로

가장 많다. 신흥국 그룹 지역에서는 중국에 가장 많은 시가 존재하

며, 그 다음으로는 인도와 브라질이 가장 많은 도시를 보유하고 있

다.

그룹 중국 인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CIS 선진국

국가 1 1 14 15 30 20 13 29

도시 143 58 52 58 46 65 35 176

표 16 지역별 국가 및 도시 수 현황

자료: World Urbanization Report 2011; 라도삼 외(2013) 재인용

(3) 신흥국 인프라 투자 현황

신흥국 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

작하였고 이들 국가들이 대도시 인구폭증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적

으로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러한 신흥국 도시들의 폭증하는 인구 중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슬

럼인구를 위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자카르타, 첸나이

등 대도시들은 상수도, 위생설비,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상당한 도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신흥국의 도시개발은 기초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과 함께 상

업 및 산업시설, 도시운영 소프트웨어분야 까지도 그 사업영역이 확

장해 나가고 있다. 기존의 신훙국 도시개발은 주로 주택건설과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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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등의 기초 인프라 건설이 공사의 주축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초

인프라와 운영소프트웨어를 함께 도입하려는 요청도 늘고 있다(라도

삼 외 2012). 이들 도시에서는 기존 불량주택에 대한 개·보수 보다

는 주로 신도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세계 다른 어떤 지역보다 높다.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중동과 중국이 특히 대규모 신도시 개발 시

장의 주된 플레이어라 할 수 있다.

4) 사업분야별 시장 현황

가) 상수도 사업

(1) 시장현황

2011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중동, 서남아, 중국, 멕시코, 알제

리, 칠레, 남아공 등 지역이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한 편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PWC(PricewaterhouseCoopers)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7

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2025년에는 세계인구의

34%인 약 27억 명이 물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2012년 9.68억 명에서 2015년 11.37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6%가 민간 기업을 통해 물을 공급을 받을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2) 시장 규모

2013년 세계 물시장 규모는 약 5,560억 달러로, 2018년 6,890

억 달러 시장으로 연 평균 4.2%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

계 상수 및 하수도망 시장규모는 2013년 1,067억 달러, 2018년

1,423억 달러로 연 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상수

및 하수 운영시장 규모는 2013년 3,091억 달러로, 전체 물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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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중에서 상수 운영시장 규모가

1,875억 달러로, 하수 운영시장의 1,216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상

수 운영시장의 규모가 하수 운영시장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y Water Wastewater Total 

Plant 

Labour 13.1 12.2 25.3

Energy 7.5 11.3 18.8

Chemicals 5.6 3.3 8.9

PartsandMaterials 1.9 2.4 4.3

Maintenanceservices 1.9 2.4 4.3

Networks

Energy 16.9 14.6 31.5

Partsandmaterials 9.4 6.1 15.5

Labour 16.9 9.7 26.6

Maintenanceservices/civils 24.4 10.9 35.3

Other

Customerservices 11.2 0 11.2

Labour-overheads/customerservic

e 
15 6.1 21.1

Overheads 63.7 42.6 106.3

Total 187.5 121.6 309.1

표 17 2013년 세계 물 운영시장 규모 및 비용 구성 현황 (단위: $ billion)  

자료: GWI, 한국수출입은행(2014) 재인용.

상하수도는 민영화 비중이 12%에 불과하여 전체 규모 2,930억

달러 중 접근 가능한 시장 규모는 350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11).

(3) 시장특징 

11) 한국수출입은행.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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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2014)은 물산업이 시장실패율이 29%에 달해 여

타 공익(utility)산업에 비해 시장 실패율이 높은 산업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해외 물사업은 지난 수년간 민영화의 확대로 도급사업에

서 PPP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로 해외진출 시 PF(project

financing)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실정이다.

(4) 진출현황 

두산중공업이 해수담수화 플랜트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40%를 점

유하고 있으며, 댐․상하수도 건설 등의 분야에 민간기업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기업 진출규모는 2011년 기준

으로 세계 물시장의 0.4%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상하수도 및

해수담수화 설비 위주에 한정되어 있다(차동민, 2012).

나) 도시철도 분야

(1) 시장현황 

ADB를 주축으로 한 다자간 개발은행(MDB)이 향후 10년간

1,750억 달러를 철도교통에 투자하기로 결의하여 시장 전망은 긍정

적이다. 전 세계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철도는 철도시장 분

야 중 가장 역동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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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13-2018 분야별 전세계 OEM 시장 성장률 (단위: 십억 유로)

자료 : SCI Verkehr (2014) 

       

(2) 시장규모 (2010-2020 예상)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011년 기준 세계 도시철도 시장의 규모는 약

12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연 평균 7%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SCI Verkehr, 2014).

(3) 진출현황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철도부문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1년 기준 2.61%로 저조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독자적인 영업

활동 및 국내 네트워크 구축이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민

간기업의 독자적인 해외진출추진으로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

에 의한 저가의 수주방식에서 탈피하여 이미 확보되어 있는 한국형

철도기술을 이용한 차별화된 능동적 진출전략과 통합추진체계의 구

성 및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다) 교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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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현황

전 세계에서 교통수단 이용자 수는 하루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

산되며, 1998년 이후 매년 5%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미국 BB&T 은행).12) 2010년 기준 자동요금징수시스템

(automatic fare system, AFC) 시장은 사상최대 호황을 누렸으

며, UAE, 사우디아라비아, 콜롬비아, 멕시코, 캐나다, 아제르바이

젠, 중국, 인도 등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되

고 있다.

또한 교통카드 시장을 놓고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마트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미래 시장의 또 다

른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 ITS 시장․사업은 도로교

통 부문이 전체의 95% 수준이다.

(2) 시장규모 

스마트 교통인프라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6,344억 원, 2011년

8,312억 원, 2020년 4조 7,019억 원에 이르고 있다. 세계시장은

매년 10%씩 성장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lobal Industry

Analysts, Inc., 2010).

(3) 진출현황 

국내기업의 해외 ITS 사업 수주규모는 2008년 1억 달러에서

2011년 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 기준 국내기업의 세

계시장 점유율은 2%(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2)로, 우리나라의

ITS 기술 및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 기술수준은 세계 9

위, 서비스 제공은 5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13)

12) http://www.sciencetimes.co.kr/

13) 기술수준은 ITS관련 원천기술 특허건수, V2I·V2V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정도 등을 고려

한 전반적 ITS 기술수준을 의미, 일부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제공수준은 교통정보 이용자수, 통합정보 제공정도, 내비게이션 등을 이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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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술수준 서비스 제공수준

1 일본 일본

2 미국 미국

3 독일 독일

4 프랑스 프랑스

5 영국 한국, 영국

6 스웨덴 스위스, 스웨덴

7 벨기에, 네덜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8 스위스 대만, 싱가폴

9 한국, 대만, 싱가폴 -

ITS 기술 및 서비스 세계 경쟁력 비교

  자료: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12)

라) 전자정부 분야

(1) 시장현황

UAE를 비롯한 사우디, 카타르 등 주변 국가들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UN이 발표한 전

자정부 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함으로써 한국의 전자정

부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려는 움직임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다.

(2) 시장규모

국가경쟁력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해외 전자정부 시장규모

는 130억 달러이며, 매년 평균 2%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시장특성

전자정부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정보화 관련 기초시설에 대한 요

이용도 등을 고려한 전반적 서비스 수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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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의 전자정부산업

수요는 통신과 인터넷 기초시설 관련 하드웨어제품 위주이고, 반면

시장이 성숙한 지역은 소프트웨어 제품과 IT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특성이 있다. 현지정부 관리체제의 특수성과 각 지역의 산업표

준이 통일되지 않아 제품개발이 더 복잡하고 프로젝트 진행 주기가

길어질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제품은 필요시 현지 언어화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4) 진출현황 

국내 전자정부 수출액은 2010년에 1억 5,592만 불, 2012년에 2

억 3,771만 불, 2012년에 3억 4,212만 불, 2013년에 4억 1,928

만 불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IT서비스 기업인 LG CNS가

사업규모 800만 달러 규모의 바레인 정부 법인등록인허가 시스템 구

축 사업계약을 수주하였으며, 2014년까지 전자정부시스템 구축하고

유지보수까지 담당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2011년 말 대한전선과 컨

소시엄을 구성해 서아프리카 국가인 말리와 3,570만 달러 규모의 전

자정부 구축사업을 수주하였다.

마) 자원회수시설 분야

(1) 시장현황

쓰레기 매립 및 재활용에 관한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도

시고형폐기물이 슬러지, 폐타이어 등 다른 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발열량을 갖고 있어 폐기물 에너지화(waste to energy, 이하

WTE)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폐기물 에너지화 발전

소(WTE 플랜트)는 2016년에 2012년 대비 10% 증가할 전망이며,

에너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도시고형폐기물은 2016년까지 연간 9천

만-10억 톤씩 증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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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와 더불어 동남아의 폐기물 에너지화 산업이 크게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성장은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토

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WTE 플랜트와 수소 생산 플랜트의 상호의

존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

하는 분야는 시장성장이 유망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2) 시장규모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 이하 WEC)에 따르면,

전 세계 WTE 기술 시장은 2012년 240억 달러로 평가되었다. 연평

균 성장률이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시장특성

폐기물 재활용, 퇴비화,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과 같은 대체 혹

은 경쟁기술의 존재는 WTE 시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WTE

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 존재하며, 높은 초기 투자비 및 운전비용 증

대, 원료 물질의 탄력성 부족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저개발 국가

의 경우 WTE 정책의 확대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한국

의 경우 지난 30년간 다양한 해외원천기술에 기반한 40여기의 생활

폐기물 소각로 건설 및 운영경험 축적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 미확보

로 인하여 해외기술에 대한 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산업화에 장애

가 존재한다.

(4) 진출현황 

한국 기업의 세계 WTE 시장 점유율은 0.012%에 불과한 실정이

며14), 또한 국내 폐기물 에너지산업은 자체기술의 확보와 실증 경험

축적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여건이다. 초기 높은 투자비를 감안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기술의 확보, 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등

14)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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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 해외 신도시 분야

(1) 시장현황

UN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 도시화율은 2009년 50%를 넘어섰으

며, 2030년에는 6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UN 세계도시전망 보고

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 도시화율은 70%에 이르고 세계 도

시 인구는 2010년 35억 명보다 29억 명이 추가로 증가해 64억 명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년 인구 30만 명 규모 신도시 250

개에 달하는 건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15 세계 도시별 인프라 수요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소(2013)

(2) 시장규모

UN에 따르면 해외도시개발 사업규모는 2008년 기준 총 4,329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신흥국 도시화와 메가시티 건설이 확대되면서 세

계 도시개발사업 시장 규모는 매년 약 2.7조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

로 추정되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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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특성

신도시개발 사업은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

다. 토목, 건축, 플랜트 및 원자력 분야 등과 달리 건설 산업을 포함

하여 금융 및 서비스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산업기반조성 및 자원개발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므로 다양

한 산업에 긍정적 파급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과

동시에 신흥국 고유의 법․제도 관련 인허가 및 시장 리스크도 상존

하기 때문에 사업 환경과 도시개발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

구되었다. 해외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TSP(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사업아이템

에 집중하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16).

(4) 진출 현황

국내 건설사의 2012년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실적은 이라크 비스

마야, 카자흐스탄 알마티 도시개발사업 수주 등을 통하여 2011년에

비해 4배에 가까운 9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게다가 해외건설 수주

실적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해외도시 개발사업은 큰 폭으로 성장하여

해외건설 총수주액의 14%를 점유하였다17). 국토부(2014)에 따르

면 2013년 한국의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은 매출기준으로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포스코 경영연구소, 2013

16) 포스코 경영연구소, 2013

17) 포스코 경영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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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영전략 분석

1) 분석 항목

앞서 수행한 시장분석을 통해 파악한 분야별 평균예측성장률과 점

유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점유율 항목은 일반기업의 경우 업계 1위인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시장점유율(Relative Market

Share)를 사용하지만, 본 분석의 경우 분석 대상이 비영리기관인 공

공조직이므로 민간기업을 경쟁상대로 보기 힘든 점과 도시단위의 시

장점유율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절대적 점유율인 각 분

야별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세계시장점

유율은 전세계 시장 매출액 대비 한국기업들의 매출액의 비중을 의미

한다.

분야

한국 

시장점유

율 (%)

출처
연평균

예측성장률 
출처

상하수도 0.40%
녹색성장위원회,  

2012
4.20%

한국수출입은

행, 2013

도시철도 2.61% 산업연구원,2011 7.00%
SCI/Verkehr, 

2013

교통정보시스템 2.00%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2012
9.99%

Global 

Industry 

Analysts, Inc., 

2010

전자정부 0.20%
정보화진흥원, 

2012
4.30%

행정안전부, 

2012

자원회수 1.40%
에너지경제연구

원, 2010
5.50%

지식경제부, 

2010

신도시 7.80%

국토부,2014.해외

건설시장점유

율 

8.50%
Global 

Insight, 2013

표 19 분석 자료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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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점유율 매트릭스 구성

그림 16 성장-점유율 매트릭수 구성 결과

앞서 조사한 시장전망(연평균예측성장률)과 시장점유율을 기준으

로 성장-점유율 매트릭스를 구성한 결과, 교통정보시스템, 도시철도,

자원회수 분야는 성장률은 높지만 현재 시장지배력은 저조한 ‘퀘스천

마크’ 분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하수도와 전자정부 분야는 성장전

망도 상대적으로 낮고 현재 세계시장점유율도 저조한 ‘도그’분야로 나

타났다. 신도시분야는 ‘스타’사업으로서 세계시장점유율도 높고 성장

전망도 좋은 분야로 나타났다.

‘캐쉬카우’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향후 성장전망

은 좋지 않지만 현재의 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의 주된

수익원이 되는 제품을 의미하는데, 본 분석에서 구성한 성장-점유율

매트릭스 상에서 이에 해당하는 분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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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결과

시장 전망과 서울시의 국제경쟁력을 반영하여 서울시 정책공유 사

업 분야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성장의 기회가 높은 분야는 신

도시 분야로 나타났다. 이는 타 분야에 비해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이 두드러진 분야인 점,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세계 도시 성

장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철도와 교통시스템, 자원회

수 분야는 성장전망은 긍정적이나 당장 한국이 세계시장에서의 지배

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자원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는 연평균 예측 성장률이 7%로 두드러지게 성장하

고 있고, 교통시스템 분야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시장전망을 반영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시 정책공유사업에서 가장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두 분야인 상하수도, 전자정부 분야의 경우 381.23억원으로 가장 낮은

지분율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상하수도 인프라에 대해

개도국의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인프라의 특성상 세계 민간

시장에 개방될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며, 세계 물시장에

대한 한국의 지배력이 0.4%의 점유율로 매우 낮은 것이 원인으로 지

적될 수 있다.

7. 결론

본 연구는 사례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

행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 대상으로 서울시 정책공유사업을 선정하였

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은 실제 행정경

험을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채택하고 인해 현지 민간기업과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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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십에 의존적이다.

광복 이후 서울시가 지금까지 축적한 경제발전의 경험, 사업의 기

획경험, 그리고 상수도, 도시철도 등 일부 영역에서 축적한 운영경험

과 다양한 정책들의 브랜드가치는 다른 민간 기업이 갖고 있지 못한

고유한 서울시만의 자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정책공유사업의

선도 분야를 비롯한 유망한 도시정책분야를 일반 기업의 포트폴리오

분석기법을 통해 선정하고, 아직 걸음마 단계인 서울시 정책공유사업

의 운영 방향에 경영학의 질적방법론을 통해 분야별로 조직 내 자원

을 어떻게 투입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성장-점유율 매트릭스는 일반적으로 이윤창출

이 주목적인 민간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경영전략수립 방법이다. 이와 같은 성장-점유율 매트릭스의 성격은

방법론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BCG 매트릭스는 민간기업에서 분석이 간편하여 널리 오랫동

안 사용된 기법이지만 복잡한 세계시장을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만

파악하여 지나친 단순화의 경향이 있다는 점, 외부효과의 영향을 고

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분야별 시장경계의 설정에 필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개별 사업분야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사실들이 본 분석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접근방식을 통해서 지자체 수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국

제개발협력사업들이 조직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수요와 시장의 동향에 탄력적

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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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uth Korea in 2009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n development aid since joining the

World Congress Busan interes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of national local

government is growing.

Local governments also because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has

increased background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experience and consensus of local governments

on the ultimate value of shares of Korea are formed on the

developing countries, but regional and international image

promotion exist side by building cooperative networks over

the long-term pursuit of Scilly region to gain a foothold in

the overseas expansion of local private companies.

In the business scale, some local broadband (Gyeongbuk,

Seoul, Gyeonggi), except the scale is not large ODA, a

mechanism for the projects, budgets, a system of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situation is still insufficient.

Generally, local governments are dependen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partnership with local private companies adopt the content

that can take advantage of the administrative experience

and because of the real. Local government ODA relevant

prior research in order to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should focus on the business stories that ref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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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uniqueness and competitiveness.

This study is based on the stance that local government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jiyak

unique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is needed, so

that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escape the building and

avoid the redundancy of the project budget waste It

proposed a business management strategy through a

qualitative analysis of management methodologies. In

addition, on the basis of case studie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local governments need to lead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ere directed to do, and in specific cases for this study

were selected to share business policies of Seoul.

This analysis used in the growth-share matrix is usually

profit the attention of the most widely used management

strategies and methods that take advantage of the

business strategy of a private enterprise. Such a

growth-share matrix is related to the nature of the study

has the limitation in terms of methodology. This study

adopted by the growth-share matrix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impact of the civil widely used for a long

time to analyze this simple technique in the company, but

that is an oversimplification to identify trends in the only

two elements of complex global markets, external effects

point, the sector that it is necessarily limited to the set of

boundary market, has been criticized in that it do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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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 the interaction between the individual businesses.

These facts must be considered to understan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rough the approach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variet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re being carried out at local level provide a guideline for

th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in the organization,

and ultimate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mands

and flexibly respond to market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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