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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국제연합은 향후 15년간 수행될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채택하였다. 범세계적인 문제

에 대한 해결의지를 담고 있는 본 의제 수행에 있어 핵심적 요소는 개발주체는 누구이며 개발재원

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개발주체와 개

발재원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그 변화와 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개발재원에 있어 중대한 변화는 1990년대 세계화 이후 공적개발원조(ODA)의 약화와 민간

재원의 급격한 증대이다. 해외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송금 등으로 대변되는 민간재원은, 그 양

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세계정치경제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재원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 한편 개발재원의 변화는 이를 동원하고 집행하는 개발주체의 변화를 동시

에 시사한다. 변화된 개발재원의 지형 속에 새로운 민간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수준에서 개발 주체들 사이의 ‘글로벌 파트너십’ 혹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을 요

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재원에 내재된 변동성, 사적 이윤과 공적 목표 사이의 긴장이라는 민간개

발 주체에 내포된 모순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개발’시대는 ‘개발(발전)’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함께, 개발재원과 개발주체를 

어떻게 새로운 ‘공공성’의 범주 속에서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점을 지속적인 과제로 남겨 놓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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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5년 9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총회는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결의안으로 채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인간, 지구, 번

영과 확대된 자유 속에서의 보편적 평화를 위한 본 행동 계획은 기존의 사회

개발을 넘어 포용적 경제개발, 지속가능개발, 평화와 안보 등을 축으로 하여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망라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의지를 담고 있다. 결의안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인류 전체의 삶이 의미 있

게 개선되고, 이 세계 또한 더 나아질 것이다(UN, 2015a). 

특히 2016년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향후 15년간 수행될 본 개발협력 의제, 

즉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그 포괄성

이나 실질적 이행수단에 대한 고려라는 면에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보다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된다(김남희, 2015; 

김태균 ‧ 김보경, 2015). 그런데 SDGs는 과연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가? 

“재활성화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이행수단을 동원하고자 한다”고 UN 

결의문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포괄적이고 야심찬 글로벌 거버넌스의 계획의 

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문제는 ‘누구’의 의해 ‘무슨 돈’으로 이를 수행할 것인

가이다. 다시 말해 개발주체는 누구이며, 개발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가 본 의제 수행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발전 사회학 혹은 발전이론의 새로운 흐름은 실질적인 사

회적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개발 협력)영역 그 자체’에 대한 사회학

적 통찰을 요청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개발활동’이 활발히 일어나지만 간과

되었던 이 영역은 오늘날 개별 정부에서부터 작은 마을 단위의 개발협력 조

직, 각종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그리고 초민족

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단체 등 수많은 개발주체들이 다양한 개발재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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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Viterna and Robertson, 2015; Watkins, 

Swidler, and Hannan, 2012). 그리고 발전(개발) 영역 그 자체에 대한 주목

은 개발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변형 및 개발활동을 조사하는 것 못지않

게 이러한 활동을 추동하는 힘과 의제들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한편 개발(협력) 분야, 발전 전략 및 이를 둘러싼 논의와 의제들은 그 역사

적 변천에서 보듯이 세계적 차원의 정치 ‧ 경제의 변화 및 지정학적 이해관계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개발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개발을 둘러싼 각종 논의와 변화들은 전 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김태균, 2016; 필립 맥마이클, 2013).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발전사회학의 관심과 세계체제의 정치경

제학의 시각을 결합하여 SDGs의 배경에 놓인 개발주체와 개발재원의 변화

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SDGs의 효율적 이행과 그 수단과 관련하여 기

존의 많은 연구와 논의들은 주로 개발 재원의 효과적인 활용 혹은 재원의 효

율적 동원 및 수단에 집중했다(예: 김태균 ‧ 이승철 ‧ 최나은, 2015; 박수영 ‧ 오
수현, 2015a; 박수영 ‧ 조한슬, 2015; 손혁상 ‧ 문경연, 2013; 오수현, 2015; 임

소진, 2015a; 정지원 외, 2014; Hurley, 2012; Martin and Walker, 2015; 

OECD, 2014a; UNTT, 2014; World Bank, 2013). 그러나 이행수단의 현실

적 동원과 활용과 더불어 개발의제가 어떠한 세계적 차원의 정치경제적 지형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나아가 ‘누가’, ‘어떻게’ 그 의제를 실행하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DGs의 수행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개발주체와 개발재원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한편, SDGs가 이전의 개발의제

와 어떤 연속성과 차이가 있으며 이를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금

융이 주도하는 세계화가 개발 재원과 개발 주체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개괄

적 소묘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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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발협력 의제의 역사적 변천과 지속가능개발의제

1. 개발협력 의제의 역사적 변천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가가 형성되고 미국 헤게모니가 확립되면서 

이른바 ‘발전주의’ 시대가 열린다. 특히 1960년대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 하에

서 ‘저개발국’의 개발(발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관념이 출현했다. 여

기서 개발의 주체는 신생국가를 비롯한 개별 민족국가였다. 그리고 개별 국

가가 목표를 달성할 수단 및 재원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형태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등장하게 된다. 제2차 세

계 대전 직후의 마셜플랜에서 보듯이 이러한 개발원조는 경제적 ‘발전’ 이외

에 정치 ‧ 외교적 동기와 목적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Rist, 2014; 주동주, 

2011: 55-57; 한국국제협력단, 2015: 32-33).

1960년대는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던 시기이

며, 이를 반영해서 1961년 16차 UN 총회에서 ‘제1차 UN 개발 10년’이 선

포된다. 여기서 UN은 개도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5%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세계적 차원에서 개발 원조를 전개하고 선진국이 GNP 중 1%를 개도국 원

조에 활용하기를 권고하였다. 특히 당시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남북문

제’와 관련해서 UN 무역개발회의가 개최되고 국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불

공정 무역’의 해소를 위한 다자간 협력이 논의되기도 했다. 사실상 이 시기에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체제가 대부분 정비되었다(주동주, 

2011: 58-60; 한국국제협력단, 2015: 45-51).1

 1. 1960년대 설립된 기관으로는 1960년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 
opment Association, IDA),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로 확대개편되었으며, 1961년 선진국의 원조 문제를 논의
하던 개발협력그룹(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은 OECD의 상설 개발원
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로 자리잡았고, 그밖에 아프
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1964~ ),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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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애초의 원대한 포부와는 달리 1960년대는 개도국의 지속된 ‘저발

전’과 이를 둘러싼 논란으로 점철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1969년 피어슨 보

고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UN의 ｢틴버겐 보고서(Tinbergen Report)｣, 

｢제2차 UN 개발 10년｣ 등과 같은 새로운 개발전략이 제시되었다. 특히 

1969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공적개발원조(ODA) 개념을 채택하고 1970년대 중반까지 GNP의 

0.7%를 ODA로 제공하도록 촉구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74년 개도국의 

목소리가 반영된 신국제경제질서가 UN에서 채택되는 등 제3세계의 목소리

가 높아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에서의 외채위기는 

개발협력을 둘러싼 지형을 크게 변화시킨다. 외채위기 속에서 ‘최후의 대출

처’였던 IMF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가지는 역할과 위상이 커지게 

되었으며 양 기구는 자금을 지원하는 하는 대신 광범위한 구조조정정책2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 이후 ‘개발

의 시대’가 1980년대 결국 ‘북반구’에 의한 ‘남반구’의 구조조정으로 귀결된 

것이다(주동주, 2011: 60-64; 필립 맥마이클, 2013: 205-228; 한국국제협력

단, 2015: 49-59; Rist, 2014: 140-178). 

그리고 1990년대 냉전 해체 이후, ‘개발’ 문제를 둘러싼 문제 설정은 개별 

민족국가가 주도하는 민족적 발전 전략에서 이른바 세계화 프로젝트’로 대체

되었다(필립 맥마이클, 2013: 205-317). 이에 따라 개발 의제도 ‘범세계적’ 

관점에서 재구성되었다. 채무, 통상, HIV/AIDS, 인구, 국제이주, 지구환경, 

빈곤 등은 이제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문제이며 범세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이슈가 되었다. 또한 의제 범위의 증대와 아울러 참여

적 개발, 인간개발지수 등 새로운 개념과 방법이 개발 분야에 등장하게 하게 

된다. 경제성장 또는 발전(개발)은 ‘인간개발’이라는 개념 속에 집약되거나 

Development Programme: 1965~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1966~ ),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1967~ ) 등이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주동주, 2011: 59; 한국국제협력단, 2015: 49).

 2.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성장을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여 이
러한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였다(야나기하라 도우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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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발’이라는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주동주, 2011: 64-66; 한국국제협

력단, 2015: 59-65).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국제개발협력의 의제는 MDGs라는 형태로 체계화되

었다. 2000년 9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UN이 결의한 ‘밀레니엄 선언’ 이

후 MDGs는 경제적 복지와 관련하여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사회개발과 관

련되어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 평등 및 여성지위 향상, 아동사망률 감

소, 모성보건 증진, HIV/AIDS, 말라리아, 기타 각종 질병 퇴치, 환경과 관련

하여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등을 강조하며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 총 8개 목표, 21개 세부목표가 제시되었다(UN, 2000, 2001).3 특히 글로

벌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목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일국가

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으며, 개발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단일 주체에 

의해 진행되지 않음을 반영한 것이다. 절대빈곤의 퇴치라는 부문에서 일정한 

거두었다는 평가4를 받은 MDGs는 2015년에 종료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내세운 새로운 의제, 즉 SDGs가 2015년 9월 UN 총회를 통과했다(UN, 

2015a).5  

이상에서 보듯이 2차 세계전쟁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의제는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를 배경으로 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변화에 조응해서 변화해왔

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의 전개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데, 이는 개발주체와 개발재원의 변화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이전 

시기에는 개발주체가 자국의 민족적 발전전략을 구사하는 민족국가였고 ‘발

전’을 위한 주된 개발재원은 공적개발원조(ODA)나 그와 관련된 국채 형태

 3. 세부적 사항은 http://www.un.org/millenniumgoals을 참조.

 4. 대표적으로 UN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에 따르면 절대빈곤 인구의 비율은 
1990년 46.7%에서 2015년 14%로 감소하였다(UN, 2015b: 14-23).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  

 5. Post-2015 체제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UN을 중심으로 UN 작업반 등이 신설되어 
지속적 논의가 있어왔다. 또한 2012년 7월에는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3가지 핵심가치(인권, 평등, 지속가능성)와 4대 핵심축(포
괄적 경제개발, 포괄적 사회개발, 평화와 안보, 환경 지속가능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Post-2015 UN 개발의제를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소개되기도 하였다(한국국제협
력단, 2015: 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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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출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전개 속에서 민족국가의 개

발정책 수행능력은 의심을 받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책자율성은 크게 약

화되었다. 이미 MDGs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표현되었듯이 개발의 주

체는 더 이상 민족국가가 아니며 SDGs 및 관련 논의에서는 개발주체와 개

발재원을 둘러싼 변화들을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2. SDGs의 개요와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MDGs의 성과 위에 진행되는 SDGs의 17개 과제는 대략 세 가지, 즉 ① 

기본적 필요와 사회 진보, ② 지속가능한 인프라의 구축, ③ 글로벌 공공재

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는데(Kharas, 2015), 그 세부 내용은 모든 국가에 적

용되는 보편적과제를 목적으로 한다.6 기존의 MDGs가 가난한 수원국가에 

대한 부유한 공여국의 원조를 통해 저발전 국가의 성장을 도모했다면 SDGs

는 발전의 문제를 특정 수원국가에 한정짓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빈곤, 불평

등, 질병 문제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던 의제들을 보완하여 SDGs는 

성평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농업, 도시, 소비 ‧ 생산 패턴, 

해양, 환경 등의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평화와 안보를 위한 제도 구축 등 선

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 혹은 인류가 당면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지속가

능성’을 강조한다(UN, 2015a). 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회형태(국가, 준국

가, 분쟁지역)들의 초민족적 경향이 두드러진 오늘날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

기도 하며,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라는 단순한 원조형태의 변화를 넘어 경제

성장 자체보다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환경7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SDGs가 제기하는 ‘지속가능성’ 혹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자체는 2000년

 6. 세부적 사항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을 참조 바람. 

 7. 여기서 환경은 단순히 자연적 환경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산 패턴 등의 표현에서
도 볼 수 있듯이 사회 경제적 환경 모두를 포괄한다. 제프리 삭스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 세계가 직면한 하나의 규범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규범적 측면의 네 가지 목표를 경제적 번영, 사회적 통합과 화합, 환경이 지속 가능
성,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주체들의 좋은 거버넌스 등으로 제시한다(제프리 삭스, 
201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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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새롭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미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에서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가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같은 해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를 통해 당시의 경제성장 개념으로는 지

구의 유한한 자원과 충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전(성장)의 한계로서의 환

경에 대한 인식하에 1983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발전과 환경 양

자를 모두 고려하여 1987년 출간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발

전’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내었다.8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브룬트란트

(Brundtland) 의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인류는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

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한계들을 함축……”(Rist, 2015: 181에서 재인용)라고 정의 내렸다. 이 정의

에는 후속세대에 대한 ‘세대 간’ 개념이 포함된 것인데 이후 세대 간 필요보

다는 경제발전, 사회통합, 자연의 지속가능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UN 지속가능발전 세계 정상회의 이행 계획

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상호 의존적이고 보강적인 세 가지 중추적 요소(경

제발전, 사회발전, 자연보호)의 통합”으로 정의되게 된다. 또한 2012년 리우

+20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은 포괄적이고 평등한 경제성장 촉진, 불평등 

해소, 생활수준 향상, 평등한 사회발전과 통합 조성, 자연자원과 생태계에 관

한 지속 가능한 관리 촉진 등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로 언급했고 이를 모

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시키고 모든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

였다(제프리 삭스, 2015: 23-29; Rist, 2014: 178-196). 

지구 자원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후 30년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정교화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한편으로는 낙관적으로 채색된 ‘성장’

에 환경적 ‘제동’을 거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건이 허락한다

면 ‘영원한 성장’도 가능하다는 의미도 내포한 ‘모순적’ 어휘라 할 수 있다. 

 8.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 자체는 1980년 세계환경보전전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살아있는 자원 보호(World Conservation Strategy: Living Resource Conser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출판물에서 처음 등장하였다(제프리 삭스, 201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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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 모순적인 개념은, 세계화라는 특수한 세계체

제적 맥락하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실행해야 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의 중요 의제인 SDGs로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이행수단의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의 재강화”라는 17번 의제에

서도 보듯이 본 의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방대한 재원 및 수행 주

체의 형성, 그리고 이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능성은 지속적인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개발재원과 개발주체의 변화 양측면을 살펴봄으

로써 그 변화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제기하는 난점은 없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개발재원 지형의 변화와 SDGs

1. 2000년대 개발재원 지형의 변화 

일반적으로 개발원조로 인식되는 개발재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사실상 

부재하다. 그러나 통상 국제개발협력에서 개발재원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 기술적, 물적인 다양한 형태의 협력활동에 대한 비용

과 여타 재원의 흐름을 총칭한다. 따라서 개발재원(development finance) 또

는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finance for development)은 개발원조(development 

aid)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발전(개발)에 기여하는 모든 금융적 흐름을 

포괄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금융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재원을 

모집 장소와 재원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볼 수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조세라는 

공적 부문, 민간 부문의 저축과 금융시장을 통한 재원이 있으며 그 외는 모

두 국외에서 흘러드는 공적 부문 혹은 민간 부문의 자금이다. 이 중 국외에

서 유입되는 자금 중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정도

의 양허성 혹은 최소증여율 비율을 가지고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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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공적개발원조(ODA)이다9(문경연 ‧ 이진영 ‧ 여원영, 2014: 93-95; 박

수영 ‧ 오수현, 2015a: 42-49; 임소진, 2015a: 5-16; Greenhill and Prizzon, 

2012; Hynes and Scott, 2013; OECD, 2011; Vanheukelom, Migliorisi, 

Cangas, Keijzer, and Spierings, 2012). 

1990년대 무렵까지는 국내재원과 함께 ODA가 개발재원의 실질적 주축을 

이루었으며 2002년 몬트레이 회의에서 논의된 MDGs의 재원모델도 기본적

으로 국내 재원 동원과 ODA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는 MDGs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국내 재원을 동원하고 그 부족분을 ODA 또는 부채 

탕감을 통해 메운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개발

재원의 지형은 크게 변화하였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국내개발재원 동원 능력이 증대되었다. 국내재원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세 수입을 살펴보면 신흥개발도상국에서의 GDP 대비 세입

(general government revenue) 비율은 2008년 약 27%로 정점을 보이고 그 

이후 다소 하락한다. 그러나 그 전반적인 추세는 2000년 23%에서 그 이상으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16).
              주: 신흥개발도상국 도표의 실선은 추세선

              <그림 1> 조세수입 추이(GDP 대비 세입, 단위 %)

 9. 1969년에는 ODA 정의에 단순히 양허적 성격을 명기했다면, 1972년에는 증여율 
25% 이상 또는 양허적 성격을 규정하였고, 2014년에는 국가의 소득그룹별로 최소증
여율이 최빈국, 저소득국은 45%, 하위중소득국은 15%, 상위중소득국은 10% 등으로 
정의된다(임소진, 2015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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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린힐 등(Greenhill and Prizzon, 2012)에 따

르면 신흥개발도상국의 세입은 2000년 1.5조 달러에서 2011년 7조 달러로 

네 배가량 증대되었다.

둘째, 더 큰 변화는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해외 

송금 등 국가 간 개발재원의 흐름에서 발생한다. World Bank(2016)의 자료

를 이용해 중위소득국가(middle-income countries, MICs)를 살펴보면10 FDI

의 경우 2000년 1350억 달러에서 2011년 7080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하며 

5.2배가량 늘었으며 2015년 현재 5940억 달러 정도이다. 해외송금을 통한 

개발재원 유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779억 달러에서 2014년 3740억 

달러로 4.8배가량 늘었다. ODA의 경우 2010년 291억 달러에서 2014년 691

달러로 2.3배가량 증가하였다.11 저소득국가의 경우에는 <그림 2>을 보면 

ODA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데 2000년 약 82억 달러에서 2014년 약 346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외채가 191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상대적으로 많이 증

가했다.  

한편 <그림 4>에서 보듯이 ODA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

내외 민간부분의 성장에 따라 개발재원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율은 추세

적으로는 정체 및 감소에 있다. 개발재원 중 ODA의 비율은 1960년대 초반 

50~60%였으며 1970~80년대에는 40%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30%대로 축소되었다.12 공적 주체(실질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개발재원이 위

 10. 이하 설명에 사용된 수치는 <그림 2>, <그림 3>을 작성할 때 사용한 데이터 수치를 
활용하였으며, 그 외 별도의 수치들은 참고한 문헌에서 재인용한 것임.  

11. 해외송금의 경우 그 규모가 증대되고 있으나 그것이 반드시 빈곤층으로 가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빈곤퇴치’라는 의제와 관련하여 볼 때 절대 빈곤층에 대한 재분배 효과
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해외송금은 그러나 ODA와 달리 오버헤드 등의 비용이 발생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이나 보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
(Greenhill and Prizzon, 2012: 9)

12. <그림 3>, <그림 4>의 자료를 보면 20세기말 감소 추세에 있던 ODA는 MDGs 실
행 이후 증가하여 중위소득국가에서는 2000년에 비해 2014년에 66% 증가하였다. 한
편 ODA 금액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2014년 DAC 국가들의 GNI 대비 0.29%에 
불과하며 GNI 대비 0.7%라는 ODA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
웨이,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에 불과하다(Hynes and Scott, 2013; OECD, 2011; 
UN, 2015b: 62-63). 특히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예를 들면, DAC 회원국들로부터 
최빈국으로의 양자간 ODA는 2014년에 16% 감소하기도 하였다(UNCTA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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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저소득국가(유입)의 개발재원 추이13    <그림 3> 중위소득국가(유입)의 개발재원 추이

       (단위: 달러)                                (단위: 달러) 

<그림 4> 개발재원 유형별 추이(단위: 백만달러)  <그림 5> ODA/개발재원 비율(단위: 백분율)

자료: <그림 2~3> World Bank(2016) 8월 10일 기준 자료 재구성.
     <그림 4~5>, OECD Statistics(2016) 참고 재구성(점선은 추세선).

축되는데 비해 2009년에는 민간개발자본이 ODA 총량의 2배를 초과하는 등 

민간부문은 급속하게 성장한 것이다(김태균 ‧ 이승철 ‧ 최나은, 2015: 136-137). 

2013년 현재 ODA가 1,345억 달러인 반면 개도국에 대한 FDI는 7,582억 

달러이고 송금이 3,182억 달러,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equity)는 701억 

달러이다(Evans, 2015: 63). 

<그림 3>에서 FDI와 ODA만을 비교하면 FDI는 2000년 ODA의 4.6배 

수준이었고 2011년에는 11배 수준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2008~09년 세계금

융위기 이후 선진공여국의 경기침체와 재정압박으로 ODA 규모의 확대가 

8) 

13. 저소득국가의 경우 전체 개발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에 본 논문에서는 
주로 중위소득국가의 추이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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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재원에서 ODA 비중의 하락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정지원 외, 2014: 49-53).

주요 공여국에서의 재정긴축은 ODA 규모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그 실

행 정책도 변화시켰다. 즉 ODA의 실행에서 첫째 ‘돈’의 결과, 투명성, 가치

에 대한 강조, 둘째, 원조의 상업적, 외교적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경향, 셋

째, 위험 회피 경향 등이 발견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원조예산 삭감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는데 이에 따라 DAC 공여국들은 ODA보다는 민간부문의 

재원에 관심을 가지거나 ODA와 민간자금 또는 비양허성 재원을 혼합하는 

등 민간부문 투자의 촉매제로서 ODA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 

부족한 개발재원을 포트폴리오 투자와 FDI 등 민간재원(투자)으로 보완하

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재원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림 3>, <그림 4>의 2002년(닷컴버블 붕괴), 2008~9년(세계금융위기) 시

기에서 보듯이 민간부문의 재원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에 쉽게 노출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이 수원국들의 거시경제 안정성

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정지원 외, 2014: 49-51; 

Greenhill and Prizzon, 2012; Vanheukelom et al., 2012). 민간재원의 변동

성으로 인한 개발재원의 불안정성이라는 단점 외에 FDI로 대표되는 민간재

원은 그간의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 즉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

디아(BRICS) 등에 편중되어 있다(OECD, 2014b: 3-7). 이는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재원이 투자가치가 있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실질적인 개발수요가 있는 다양한 국가의 개발재원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을 시사한다.  

셋째, 2000년대 이후 개발재원의 지형에 나타난 변화는 빌게이츠 재단으

로 대표되는 자선 단체와 NGO 단체를 통한 기부의 형태를 띤 민간재원의 

증가,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 SSC)14을 비롯한 DAC 비회원

14. 남-남 협력은 개발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면도 있지만 DAC의 ‘빈곤 감
소’ 담론보다는 상호이익, 연대, 호혜성, 불간섭 등을 내세우며 재정적 지원 외의 기
술적 원조와 지식 공유를 내세우는 등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의 담론에 대항하는 정치
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흥국의 성장과 미국헤게모니의 쇠퇴라는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를 반영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국제협력의 틀을 형성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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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에 의한 원조 등 유사 원조 형태의 증가이다(Greenhill and Prizzon, 

2012; Vanheukelom et al., 2012). 이 중 남-남 협력, DAC 비회원국들에 

의한 원조 등의 국가 간 원조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우선 1990년대 이후 

NGO의 급속한 증가 속에 NGO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제공하는 금액은 

2002년 88억 달러에서 2006년 146억 달러로 증대되었다(Severino and Ray, 

2009: 5). 주요단체별로는 2006년 현재 월드 비전(World Vision Inter- 

national) 약 21억 달러,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ern) 약 8.6억 달

러, 케어(Care USA) 약 6.4억 달러 등을 원조하고 있다. 그리고 NGO들이 

ODA 외 민간부문에서 모집하는 자금의 규모는 NGO 개발재원의 70%를 

차지한다(Greenhill and Prizzon, 2012: 11). 

자선기금의 경우 2010년 미국 자선기금은 390억 달러, 13개 선진국 총계

는 56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수치는 2010년 DAC 회원국들에 의한 ODA 

중 실제로 수원국에 제공되는 부분(country programmable aid)과 같거나 상

회한다. <그림 6>에서 보듯이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자선기금이 ODA

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그림 7>에서 보듯이 빌게이츠 & 멜린다 

재단, 포드 재단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된 미국 자선기금의 자산규모는 

2002년 4,318억 달러에서 2014년 865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기부(giving) 

규모는 301억 달러에서 602억 달러로 2배가량 증가하였다(CGP, 2006-2013; 

Foundation Center, 2016; Greenhill and Prizzon, 2012; Kharas, 2007).15

세 번째 변화에서 우리는 개발재원의 변화와 개발주체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단적으로 발견한다. 유사원조 형태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개발주

체의 다변화와 이와 연관된 개발재원 수단과 원천에 있어서의 다양한 혁신으

로 이어지고 있다. 개발조달 수단의 변화, 이를 운영하는 개발주체의 다양한 

나 공통의 새로운 가치를 형성할지는 현재는 미지수이다. 

15. OECD는 사적 기부재단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단적인 예로 빌게이
츠 & 멜린다 재단이 보건 분야에서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원조를 하고 있
음을 들고 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서 미국의 경우 73억 달러, 영국 26억 달러, 빌게
이츠&멜린다 재단이 25억 달러이고, 그 다음으로 글로벌 펀드,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GAVI(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 
ation) 등이 순위를 잇고 있다(OECD,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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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GP의 Index of Global Philanthropy    자료: Foundation Center (2016) 자료를 재구성.
     2006~2013년 자료를 재구성.   

<그림 6> 미국의 개발도상국 원조 유형별 추이   <그림 7> 미국 자선기금 자산규모 및 기부 추이

       (단위: 십억 달러)                          (단위: 달러)

성격, 이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 개발재원의 금융적 흐름은 국제개발협력 분

야의 재원 모델에 있어 ODA 개념의 현대화, 총공적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 개념의 등장 등 새로운 측정 

수단에 대한 논의, 그리고 항공세, 탄소세 등 국제화된 활동에 대한 세금 등 

새로운 조세 부과, 위험자본의 투자, 새로운 채권들과 버티컬 펀드 등 혁신적 

개발재원 동원 수단에 대한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문경연 ‧ 이진영 ‧ 여원영, 

2014: 93-95; 박수영 ‧ 오수현, 2015a, 2015b; 박수영 ‧ 조한슬, 2015; 임소진, 

2015a: 12-16; Browne and Cordon, 2015; Hurley, 2012; OECD, 2016b; 

Sandor Scott and Benn, 2009; Vanheukelom et al., 2012). 

이상에서 보듯이 ODA의 비중 약화와 민간 부문의 비약적 성장으로 요약

되는 2000년대 이후 개발재원 지형의 변화는 결국 재원 조달 수단의 변화와 

동시에 개발재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개발 주체의 등장을 시사한다.16 ODA

를 담당하던 공적 주체(국가)외에, 해외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기업들과 다양

한 펀드들(실제로는 다양한 금융기관), ‘유사-원조’ 형태의 개발재원의 공급자

인 무수한 민간 조직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왓킨스 등이 

16. 세브리노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단언적으로 ‘ODA의 종료’ 혹은 “ODA는 죽어가
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1990년대 이후 개발재원 지형의 변화에 대해 기
존의 국가예산으로부터 ‘공적자금’이 나와 수혜국으로 흘러드는 ‘이중독점’이 와해되
고 있다고 표현한다(Severino and Ra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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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를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개발주체로서 분석할 것을 요청(Watkins 

et al., 2012)하는 것에서 보듯이 개발재원과 더불어 개발주체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개발주체의 다변화와 기후 ‧ 보건 관련 펀드 

등에서 나타나는 개발재원의 변화는 특정국가에만 한정되지 않는 글로벌 공

공재, 식량안보, 보건 안보, 테러와 평화 등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된 ‘범세

계적’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2. 변화된 개발지형과 SDGs: 민간 개발원조의 쟁점

MDGs의 의제들을 확대 계승한 SDGs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이행수단

의 강화와 글로벌 파트너십의 재활성화”를 명시함으로써 이전의 개발의제와 

차별성을 가진다. 이 중 개발주체와 관련된 글로벌 파트너십의 경우, MDGs 

의제8에서도 제시되었으나17 세부적인 지적 일뿐 어떤 원칙을 가진 것은 아

니었으며 현실적으로도 원활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한편 SDGs에서 제기하는 이행수단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재원(financial 

resources)의 상호 결합, 기술 개발과 이전, 역량강화, 포용적이고 공정한 세

계화와 무역, 지역적 통합, 지속가능개발 의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포괄적 개념이다(UN DESA, 2013: 1). 이 

중 협소한 의미에서의 이행수단, 즉 개발재원과 관련된 세부 목표는 아래와 

같다.18

17. MDGs의 8번 목표는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으로 1) 개방적이고 공정하
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없는 무역 및 금융체계 발전, 2) 저개발국의 특수한 문제 해결, 
3) 내륙국 및 소규모 도서지역 개도국의 특수한 문제 해결, 4)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한 외채 수준 유지를 위한 개도국 외채문제의 포괄적 해결, 5) 민간제약회사와 협력, 
필수의약품의 개도국 제공, 6) 민간부문과 협력해 정보통신 등의 신기술 혜택 확산이
다(한국국제협력단, 2015: 68-70).

18. 이행수단과 관련된 SDGs 17번 의제를 보면 개발재원(finance), 기술(technology), 역
량배양, 무역, 시스템 이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시스템 이슈는 다시 정책
과 제도의 일관성, 다자간 파트너십, 데이터모니터링 및 책무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UN,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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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DAC 공여국들이 유엔 권고 기준인 ODA/GNI 0.7%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ODA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 세부 목표 17.3에 제시된 ‘다양한 원

천’을 통한 개발재원의 동원과 이를 통한 개발수요의 충족이 개발재원과 관

련된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민간재원 동원에 대한 강조는 2002년 

3월 몬테레이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SDGs를 추진함

에 있어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

는 ‘혁신적 수단’을 통해 민간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동원할 것인가와 관

련된다. 

그런데 민간부문 참여에 따른 제한 조치 및 감시, 부정적 파급효과, 동원

에 대한 책임성 등 민간재원 동원에 있어서의 투명성, 책무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개발의 취지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부문의 경우 

투명성과 책무성 같은 개발협력의 기본적 원칙들을 우회할 가능성이 크며 민

간투자에 대한 측정 및 평가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간투자의 증대는 개도

국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잠재적인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도 있다. 결

국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것이다(김태균 ‧ 이
승철 ‧ 최나은, 2015; 박예린 ‧ 박인혜, 2015: 339-340).

한편 민간재원의 동원과 모니터링 즉 민간개발원조의 쟁점은 결국 개발주

체와 관련된 문제로 귀결된다. 

가상적인 개발협력 수요가 필요한 현장이 있다고 할 때 여기에는 그 현장

의 문제와 해결책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합한 개발주체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주체들이 적절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집행

해야 한다. 이 때 동원되는 재원의 원천은 민간 부문일 수도 있고 공적 부문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개발재원(finance)
17.1 개도국의 세금과 공공 수익 징수 역량 개선을 위해 국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국내 자원 

동원 체계의 강화 
17.2 선진국은 GNI 대비 0.7% ODA를 달성 및 이 중 0.15~0.2%의 최빈국 제공 
17.3 다양한 원천을 통해 개도국을 위한 추가적 재원 동원 
17.4 부채조달, 탕감, 조정 등을 통해 개도국의 장기부채 지속성(long-term debt sustainability) 

확보 지원과 고채무국의 외채문제 해결 고려 
17.5 최빈국에 대한 투자 촉진 체제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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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새롭게 창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금융)세계화 이후 발

생한 재원의 국제적 흐름이 이미 이를 운반하고 있는 민간의 무수한 개발주

체를 내포하고 있다. 기실 (금융)세계화 이후 개발재원의 흐름 자체가 개발

주체를 재정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협력을 공식화하

는 의제인 SDGs는 ‘이미 진행되어 버린’ 상황들을 새로운 규범 속에 포함시

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미 집행되고 있는’ 돈의 범주를 새롭게 파악해야 

한다.

요컨대 민간재원의 동원과 역할에 대한 강조는 ‘범세계적’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한 재원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90

년대 이후 세계화 이후 발생한 개발재원의 국제적 흐름과 이에 연관된 새로

운 개발주체의 등장이라는 변화를 현실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달리 말해 

SDGs의 야심찬 계획이 ‘동원되어야 하는’ 민간재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민간재원’이 SDGs를 발명한 것이다. 해외직접투자로 대표되는 이윤 추구적 

경향을 가진 민간재원의 증대와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개발주체의 다변

화를 SDGs는 이행수단 관련의제 속으로 수용하였으며 ODA 개념의 현대화 

등으로 대표되는 OECD의 통계적 노력(임소진, 2015b, 2015c; 정지원 외, 

2014: 53-77; OECD, 2016c, 2016d) 또한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한 결과인 

것이다.  

기존에 국가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던 ODA를 넘어선 재원에 대한 강조는 

결국 이에 수반되어 ‘이미 발생한’ 개발주체의 다변화를 어떻게 포괄할 것인

가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변화들이 반영된 SDGs에는 포괄적인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등 민간부문의 협력이 필요한 목표들이 다수 포함(오수현, 2015)19되어 

있다. 그리고 이 협력은 단순한 재원의 효율적 동원 뿐 아니라 이를 위한, 국

가 이외의 다양한 개발 주체들, 즉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 UN 시스템, 

여타 행위자들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를 요구한다(UN, 2015a: 28). 

19.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의제들 중 성평등,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대응 등은 향후 SDGs
의 추구에 있어 민간부문에 참여할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 
ance) 개선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UN의 SDGs 채택은 기업과 기관투자
자들의 ESG 개선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김선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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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새로운 개발주체와 글로벌 파트너십 

1. 새로운 개발주체의 등장

세브리노(Severino and Ray, 2009)는 냉전 종식 이후 세계화 시대에 안

보, 보건, 식량, 글로벌 경제 위기 등 ‘범세계적 문제’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의 지정학적 이해에 기반한 공여국 중심의 ODA와는 차별성을 가지는 글로

벌한 차원의 공공 정책, 예를 들어 산업화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수렴, 기

본적인 인간 복지, 글로벌 공공재 보존을 위한 해결책 등이 국제개발협력 분

야에서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하에 이를 수행할 새

로운 개발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거나 재인식되는 개발주체

들의 특징과 변화는 아래와 같다. 

첫째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월드 비전 인터내셔널, 세이브 더 칠드런, 

케어, 옥스팜(Oxfam)과 같은 국제적 NGO외에도 세계화 이후 이루어진 개

발도상국 등 수원국 내부의 정치적 자유화의 결과 다양한 정치적 ‧ 종교적 성

향의 크고 작은 비정부기구들(NGOs)이 출현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 관련 

자원 또한 수많은 수원국내 NGO들에게 흘러들고 있다(Kahras, 2007; 

Severino and Ray, 2009; Watkins et al., 2012). 또한 자산규모 440억 달러

를 가진 빌게이츠&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같은 자선단체도 대거 등장하였다. 

단적으로 미국 Foundation Center(2016)에 따르면 미국 자선단체는 2001년 

61,817개에서 2014년 86,726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개발재원의 공급과 개발협력의 실질적인 파트너로서 민간기업, 실질

적으로는 초민족적 기업들이 주요한 개발주체로 등장하고 있다.20 투자 대상 

국가에서의 공공이미지가 초민족적 기업의 성패와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이 

20. 2015년 제3차 개발재원총회에 제출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에서는 국내공공자원과  국내외 민간 기업과 재원을 구분하고 민간
기업의 활동이 포괄적 성장과 고용 및 혁신의 주요 동력임을 언급하고 있다(박수영 ‧
오수현, 2015b; UN, 2015c). 



128   현  민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전통적 기부를 넘어 환경 ‧ 보건 등의 분야에 있

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단순한 수익활동을 넘어 개발 사업

에 나서고 있다.21 환경, 보건 등 투자대상국 내의 ‘인류애적 이해’를 내세운 

초민족적 기업의 활동은 투자 대상국의 경제적 운명과 정책에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이들과의 파트너십은 필수불가결하다.

셋째, ‘범세계적 문제’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국제기구를 만들어내고 있

는데 UN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개발협력 분야에 70여 개의 국제기구와 특

별 펀드가 있다. GAVI(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나 

GEF(Global Environment Facility) 등 보건 ‧ 환경 분야의 펀드에서 보듯이 

범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펀드들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협력의 틀에서 

펀딩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지방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기업과 금융기관

들이 개별지방 정부와 함께 다양한 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Severino and Ray, 2009). 

마지막으로 기존 공여국이 아닌 ‘국가’ 기반의 새로운 행위자 또한 증대하

고 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등 ODA 수

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국가 또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한 

중국, 인도, 브라질, 아랍 공여국 등 신흥 공여국이 등장하고 있다(Kharas, 

2007; Mawdsley, 2012; Zimmermann and Smith, 2011). 

이와 같이 NGO, 기업, 다자간 틀 내의 펀드, 국제기구, DAC 회원국 이

외의 새로운 국가 기반의 행위자 등 개발주체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

다. 특히 국가기반의 행위자를 제외한 개발협력 주체의 다변화는 새로운 발

전사회학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민족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공정책 수행

의 효율성과 응집성을 변화시킨다. NGO들은 시민사회 내의 ‘작은 문제들’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자선단체들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기업적 관행과 시

스템적 대응을 요청했으며 국부펀드와 다양한 국제 금융기구 및 투자자의 등

장으로 인해 ‘이윤추구’와 ‘개발’ 활동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21. 이러한 측면은 보건 분야에서 뚜렷하여 많은 선진국 제약회사들이 저개발국 보건 분
야에 대한 사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Severino and Ray, 200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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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여 SDGs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고양, 공공, 공공-

민간 간,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증진과 독려 등 일국가내의 다양한 개발주체

간의 파트너십 형성뿐 아니라 국가 간 협력 및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의 국제

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22 SDGs 17번 의제 전체에 걸친 글로벌 파트너십

의 강조는 ‘상상된’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다른 이름인 것

이다. 

2. 글로벌 파트너십과 민-관 협력의 내재적 긴장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새로운 주체들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문제 즉 그들 

사이의 협조라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서 개

발의 주체들이 다채로운 ‘개발협력’ 활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 협력적 관계

는 원활하지 못하며 그 효과 또한 불균등한 상황이다. 

개발 ‘원조시장’에 너무나 많은 공급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개별행위자에게 

배분되는 자금이 줄어들거나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양산되는 문제, 개별 이

슈에의 집중으로 인해 전체 시스템을 간과하는 문제, 책무성의 문제 등이 제

기된다. GEF 혹은 GAVI 등 개별 이슈에 대한 자금 모집을 하는 버티컬 펀

드에서 보듯이 단일 이슈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의 개입과 이에 따른 

다양한 수준에서의 개발재원 조달은 어떤 협력 방식이 좋은지, 그리고 해당 

문제의 해결과 결과에 대한 효율적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가 등의 쟁

점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Browne and Cordon, 2015; Dann and 

Sattelberger, 2015; Lingnau and Sattelberger, 2015; Sandor et al., 2009; 

Severino and Ray, 2009).

22. SDGs 17.16은 ‘모든 국가에서 특히 개도국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지원할 
지식, 전문성, 기술, 개발 재원 등을 공유하고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자간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고양’을 제안
하고, 17.17은 ‘경험을 바탕으로 파트너십 전략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증진과 독려’를 권고한다. 또한 17.9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
한 남-북, 남-남, 삼각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간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130   현  민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통적 의제 개발(Kharas 

and Biau, 2015)과 ‘글로벌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별 이슈

의 다양한 수준과 참여 범위에 있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행위자들 간에는 ‘개

발’ 행동을 위한 조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이한 층위, 즉 글로벌

한 차원, 지역적 차원, 국가적 ‧ 지방적 차원에서의 협력,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기술, 전문가, 기술적 금융적 자원 등에서의 민-관 협력이 포함된다

(Kharas, 2015: 48-49; Lingnau and Sattelberger, 2015: 24-27). 요컨대 세

계화(globalization)의 진행 속에서 지리적 범주의 지구화를 떠나 모든 개발 

주체들의 다차원적인 협력이 총체적(global)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총체적 협

력의 구현체가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세계화의 현실

과 효율적 글로벌 거버넌스의 격차에 있다. 세계화는 전통적 의미의 국가주

권과 국제적 협력관계에 도전하는 다양한 변화들을 낳고 있으며 글로벌 거버

넌스에 대한 새로운 틀을 형성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세계화의 불균형적인 

속성은 공통관심사의 중요한 영역들이 글로벌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통해 포

괄되지 않으며, 그 이외 부문에 있어서는 오히려 과잉규제 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 그리고 세계화가 가속됨에도 불구하고 개발주체의 구심점이었던 국가

들은 전통적인 주권 틀 내의 협력관계에 매여 있으며 UN이 스스로 인정하

듯이 회원국들에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 틀을 강구하도록 

할 수단은 없는 상태이다(Lingnau and Sattelberger, 2015). 그리하여 실질

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층위의 개발주체들을 인정하고 이들이 다양한 층위

에서 공통의 포괄적인 목표를 위해 활동하는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위 

‘글로벌 거버넌스’를 수행해야 한다.23

23. SDGs를 내놓은 이후 열린 2015년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에서 몇 가지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과학 ‧ 기술, 혁신과 
관련하여 UN 기구들의 공동정보 플랫폼, 기술 ‧ 촉진 메커니즘, 범지구적 인프라스트
럭쳐 포럼 설립을 통해 다자개발은행, 국별 개발은행, UN 기구, 민간부문 등의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과 서로 다른 인프라 관련 이니셔티브간의 조정과 통합 조율 수행,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경제사회이사회 포럼을 구성 등이다. 또한 개도국의 조세역
량 강화를 위한 아디스조세이니셔티브 구축 등 다양한 차원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실
질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박수영 외, 2015b: 11-12; UN, 20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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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글로벌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개발재원에 있

어서의 민간부문의 성장과 개발주체로서의 민간 주체의 양적 증대를 반영한 

‘민간 부문’과 ‘공적 부문’의 협력, 즉 민-관 협력이다.24 민간 부문의 등장은 

결국 돈, 즉 재원 조달과 투자의 문제를 함의한다(박수영 ‧ 오수현, 2015b).25 

특히 초민족적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개도국 GDP의 60%, 국제적 자본 

흐름의 80%, 일자리의 90%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가장 중

요한 개발주체로서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향후 지속가능개발의제 중 

주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 고용과 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 민간 부문과 기업

이 중요한 개발주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26

결국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중요한 사항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민간 부

문 특히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며, 이윤 창출을 중요시하는 민간부문들을 어

떻게 효율적이고도 책임감 있게 참여시키느냐가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성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에 있어 책무성의 문제가 

다시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데 정부는 여기에서 ‘개발계획’이나 성장의 주

체가 아닌 시장의 실패를 막는 감독관으로서 재등장한다. 그리고 정부에 의

해 제공되는 ODA는 ‘개발’을 책임지는 ‘재원’의 총체가 아니라 민간 부문 재

원의 ‘촉매제’ 혹은 프로젝트 수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등장한

다(Evans, 2015: 60-64). 

개발주체와 관련한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서는 

24. 민-관 협력은 1980년대 영국의 민영화 정책, IMF와 세계은행에 의한 구조조정 프로
그램 등에서 보듯이 신보수주의 등장 이후 1990년대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전개
된 정부혁신 과정 즉 공적 행정이 공적 경영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기원한다. 기업
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실험된 경영기법이 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도입되면서 민관협력
의 필요성이 등장하는 것이다(Clarke and Newman, 2006).  

25. 예를 들어 개발재원과 관련된 2002년 몬트레이 컨센서스와 2015년 아디스아바바 행
동계획의 용어를 비교해보면 민간부문의 확대와 강조를 요청하는 용어가 증가하였는
데, ‘투자’라는 용어는 몬트레이 컨센서스에서 22회 사용되었다면 아디스아바바 행동
계획에서는 75회, ‘혁신’이라는 용어는 몬트레이 컨센서스에서 1회 사용된 반면 아디
스아바바 행동계획에서는 33회나 사용되었다(박수영 ‧ 오수현, 2015b: 7). 

26. 고용과 관련되어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6억 7천만 개의 일자리
가 창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경우 미래
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해서는 48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민간 부문과 기업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것들이다(Evans, 201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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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공공의 목표와 민간부문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공공 정책과 적절한 규제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다. 그리고 ODA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규모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개도국의 

투자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박

수영 ‧ 오수현, 2015b: 9).27 

이와 같이 개발협력 분야의 글로벌 파트너십의 형성 또는 글로벌 거버넌

스의 구상과 실행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와 이에 따른 민-관의 협력이 중

요한 요소로 등장하는데 그 관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의 민관협력 방식을 비교한 

김태균 ‧ 이승철 ‧ 최나은(2015)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에 기반하여 주로 인프라 

부문에 집중하는 세계은행의 방식은 민간부문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과 제도

적 조건을 제공하지만 책무성 측면에 있어서는 취약하다. 반면 인도주의에 

기반하여 참여하는 파트너들이 ‘위험, 책임, 자원, 경쟁력,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인 유엔개발계획의 민-관 협력은 상대적으로 책무성과 원조효과성이 높

다. 그러나 민관협력 방식에 있어 장 ‧ 단점을 가진 양쪽 방식의 활용은 개별

국가의 정책이나 민간재원에 대한 태도 등 개별국가의 구조적 조건 등에 따

라 상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효율성과 

책무성 및 공적 목적의 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 이에 적절한 글

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협력 현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균형점’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여

전히 근본적인 문제들은 남는다. 재원의 효율적 동원, 돈의 흐름을 재규정하

는 회계 처리 방식 혹은 통계적인 범주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재원’의 본질

적 정의라는 문제, 다시 말해 변동성과 휘발성이 강한 해외 직접 투자를 비

롯한 개발도상국에 유입되는 자금 모두, 즉 ‘돈’이라면 모두 개발재원으로 보

27. SDGs에 대한 UN의 결의에서도 나타나듯이 UN은, 마이크로 기업부터 다국적 기업
까지 다양한 형태의 민간 기업 활동과 투자 혁신 등이 생산성 증대, 경제 성장과 일
자리 창출의 주요한 동력원임을 밝힘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의 ‘발전’ 부문
에 있어 기업이 중요한 개발주체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ILO의 노동 기준, 기
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원칙 등 다양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기를 촉구하고 있다(UN, 
2015a: 28-29).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글로벌 파트너십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부문의 협조 요청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UN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수단에 관한 연구   133

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 개발 수요을 충당시키기만 한다면 “That’s no 

problem”이라 말하며 누구나 같은 회의석상에 앉혀야 하는가?라는 문제, 즉 

개발재원의 조달과 집행에 관련된 글로벌 파트너십의 실질적 구현과 자격의 

문제 그리고 효과적이고도 책임감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능성 등의 근본

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남는다. 더 나아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태생적

으로 ‘개발(발전)’이라는 단어 속에 매여 있는 개발재원과 개발주체를 새로운 

‘공공성’의 범주 속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지속적인 과제

로 남을 것이다.  

V. 결론

2차 세계전쟁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비전은 저개발국가의 개발에서 ‘지속가

능한 발전’에 이르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속되는 세계적 차

원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접근법들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구상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그런 구상의 실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문

제, 즉 어떻게 자금을 확보할 것이며, 누가 개발을 실행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그리고 개발재원과 개발주체는 서로 연동될 수밖

에 없는데, 왜냐하면 세계체제의 정치경제 내에서는 언제나 주요한 재원을 

제공하는 조직이나 세력이 개발을 주도하거나 개발방향에 직 ‧ 간접적 영향력

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또 시대에 따라 개발협력에 사용되는 자금의 원천이

나 개발을 실행하는 주체도 변화해왔다. 

특히 세계체제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돈에 의한 지배’, 혹은 세계체제에 

대한 금융적 규정력은 미국헤게모니의 균열을 알린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90년대 외채 위기 및 워싱턴 컨센세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시대 즉 

1990년대 금융세계화와 이후 보다 명확해졌다. 1990년대의 미국만의 ‘아름

다운 시기(belle epoque)’ 이후 진행된 ‘노동 이동’의 제한성 속의 ‘자본 이동

성’의 증대 및,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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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리먼 사태 등의 금융 위기로 상징되는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해 많은 이들

이 ‘장기 20세기’의 말기적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하에 ‘상상된 지구 공동체’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길

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08년 리먼사태로 상징되는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새로운 모색을 위한 협의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

로운 모색들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1990년대 말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와 인류적 가치 및 규범의 시행을 대표하는 기관인 UN은 

MDGs, SDGs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새로운 상황을 포괄하고자하는 국제개발

협력 의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MDGs의 성과 위에 제시된 SDGs는 기후 변

화 등 세계적 차원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기존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개발재원 즉 ‘돈’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SDGs에서 제시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제들이 방대한 개발재

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개발 금융 수단이 필요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방대한 규모의 돈을 운영할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개발 주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의제의 변화는 새로운 방안의 모색

인 동시에 미국헤게모니 성립 이후 지속되어 온 개발 지형의 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불안정성을 동시에 반영한다. 

지속가능개발의제에서 제기되는 개발재원과 개발주체에 관한 논의 즉 민

간 부문의 재원 동원 혹은 혁신적 수단의 개발, 글로벌 파트너십의 재활성화 

등은 결국 1990년대에 본격화된 세계화 이후 급속하게 민족적 경계를 벗어

나기 시작한 민간 부문, 특히 민간 금융자산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지정학적 

고려와 민족국가의 틀 내에서 ‘개발’과 ‘원조’가 진행되어 온 미국적 세계 속

에서 197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이 자신의 기반인 민족 경제를 해체하며 해

외 투자를 시작하였으며(개발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FDI이

다), 이는 개발 재원 비중에 있어 민간부문의 증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

융)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민족국가의 정책적 자율성과 경제적 안정성은 허물

어지게 되며 이러한 변화 속에 파생된 다양한 범세계적 문제들에 대응하는 

주체는 그 동안 다양한 자원의 배분적 구심적 역할을 해오던 국가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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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비정부 기구, 시장을 대표하는 사기업, 기타 다양한 비

영리 단체들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부과를 강제할 수 있는 ‘공

동체’가 아닌 이 모든 ‘조직체’들은 기존의 국가 장치들을 대체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이름하에 글로벌 거버넌스를 담당하며 새로운 글로벌 동맹

을 형성하는 개발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류 보편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제시된 SDGs를 수행

한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이며, ‘돈’을 가지거

나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주체들 간의 협력을 어떻게 규정력 있게 시행함으

로써 책무성과 효율성 양자를 잡을 수 있는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전 세계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은 ‘돈’에서 기인한 것이 많고 해결 또한 ‘돈’

과 관련되어 있다. 점증하는 ‘불평등’과 ‘발전의 불가능’이 회자 되는 ‘돈’이 

주인인 세상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한 주축인 UN은 자연-인간-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세계의 난제들을 헤쳐 나갈 새로운 개발의제

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을 강조한 이 야심찬 의제가 ‘혹시’ ‘우리 

세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의 아이러니한 표현은 아

닐까라는 생각이 가슴 한 켠 어디선가 꿈틀되는 것 또한 억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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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p. 2015. the UN adopted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implementation of ‘UN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key point is who development subject is and how 
development finance is mobilized. This study refines our understanding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by focusing on the changes of development 
subject and development finance. 

The crucial change of development finance is the shrinking of ODA and rapid 
growth of development finance in private sector. But private finance is basically 
exposed to uncertainties of political economy of world system, hence the instability 
of development finance also increases. At the same time, the changes of 
development finance imply the changes of development subjects which require 
global partnership or new global governance among the development subjects at 
different levels.  

According to this study, volatilities intrinsic to private finance, and tensions 
between private profits and public goals which are embedded contradictions in 
private development subjects, cast doubt on sustainability of global governance. So 
the future task depends on how to reconstitute development subject and finance in 
the new public frame, as well as how to answer the radical question about 
‘development’ itself. 

Key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development finance, private 
finance, development subject, global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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