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자국민들의 세금을 모아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지원하는 원조 또
는 개발협력은 국제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모겐쏘를 비롯
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원조를 독자적인 목적을 지닌 국제
정치행위라기보다는 외교정책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
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원조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표방하지만 결
국 그 본질에 있어서는 국가들이 생존과 이익을 놓고 벌이는 전략
적 상호작용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냉전이 해체되고 기존 원조레짐에 대한 성찰적 비판이 전방위
적으로 진행되면서 원조관련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그리고 정부
기구들은 이제 한 목소리로 “원조에서 개발협력으로”1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넘는 선진국들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빈곤국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
로는 원조가 빈곤국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국에게 필요한 자원을 이전해주는
“원조”만으로는 “개발”이 촉진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빈
곤국의 개발이 원조의 본 목적이라면 이제 원조 패러다임으로부터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합의가 원조관련 행위
자들(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원조관련 정부기구, 개발협력 연구소 등)로
1

Brian Keeley, 2012, From Aid to Development: The Global Fight against
Poverty, OECD Insights, Paris: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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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등장했다. 그렇다면 개발협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원조의
국제정치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 것인가?
본 특집호는 사상, 이론, 역사, 방법론, 그리고 지역이라는 서
로 다른 프레임을 통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본 특집
호에 참여하는 저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개발협력, 혹은 원조라
는 주제가 국제정치의 새로운 주제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발협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원조의 국제정치에 중대
한 변화를 가져왔거나 혹은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를 바탕으로 본 특집호는 개발협력으로의 패러
다임 전환이 국제정치학과 국제사회의 변화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에서 박성우는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를 국제정치사
상의 관점에서 논한다. 원조나 개발협력을 의무로 규정하기 위해
서는 먼저 원조나 개발협력의 윤리적 토대가 무엇인가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 비록 최근 개발협력의 관심이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에 쏠려 있지만 원조란 결국 국가 공동체 밖의 시민

들을 돕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윤리적 토대
가 취약할 경우 원조나 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당할 수 있
다. 박성우는 원조의 윤리적 토대를 찾기 위해 글로벌 분배정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논의를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최소주의적
접근과 평등주의적 접근으로 나누어 접근한 뒤, 현재의 원조레짐
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에 대한 선진국의 역
사적·구조적 책임을 강조하는 포게와 케이니의 소극적 의무의 윤
리적 토대가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토대로 세계시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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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원조의 윤리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2장에서 박종희는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적 기원과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논의한다. 박종희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
는 원조 또는 개발협력 레짐의 원형(prototype)은 영국의 식민지
발전법과 트루만의 포인트포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식민지발전법은 챔벌린의 사유지개발론이라는 전통적 아이디어가
대공황 시기 식민지와의 교역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었으며 트루만의 포인트포 프로그램은 탈(脫)제국주
의와 다자주의적 접근, 그리고 지식 및 기술이전 중심의 개발도상
국 원조라는 프레임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개발협력 레짐
의 원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박종희는 이러한 원조레짐이 전후의
국제정치 공간에서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구조적
변화의 본질을 “도구에서 목적으로”라고 규정하고 그 변화의 동인
을 국가로부터 국제기구로의 권한의 위임에서 찾고 있다. 최근 개
발협력 레짐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강조와 증거중
심적 접근의 확산 역시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
다. 박종희에 따르면 공여국들은 원조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
가를 통해 원조기관과 수원국을 더욱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동시에 원조기관이 진행하는 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어 원조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제3장에서 김지영은 국제개발협력 레짐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 김지영은 전후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네 시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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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940-1950년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국가 중심의 원
조레짐이 등장하던 시기로 원조정책의 목적이 공산주의 팽창 저
지에 놓여 있었다. 두 번째 시기인 1960-1970년대는 빈곤 및 환
경, 교육, 성평등과 같은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회문제의 해결
에 원조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시기이다. 특히 1961
년 OECD DAC이 설립되어 미국 중심의 국제기구와 경쟁하면서
원조레짐의 변화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세 번
째 시기인 1980-1990년대는 신자유주의가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로 확산되면서 대외원조량이 감소하고 수원국들에게 엄격한 이행
조건(conditionality)을 강조하는 인식이 등장한다. 이 시기에는 국
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주요 원조기구로 활동한다. 네 번째 시
기는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이며 공여국들의 원조피로 현상의
등장과 함께 원조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이다. 동시
에 사하라 이남 지역의 빈곤문제가 주목되면서 빈곤퇴치라는 목
표가 원조의 제1목표로 주목받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김지영은
국제개발협력 레짐 변화의 특징을 공여기관 주도, 공여국 이익과
수원국 지속발전의 대립, 새로운 공여기관의 등장으로 요약하고
있다.
제4장에서 김부열은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목받고 있는
증거중심적 접근에 대해 논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개발협
력에 대한 담론은 크게 원조옹호론과 원조비관론으로 대립해 왔
다. 원조옹호론은 빈곤국을 빈곤의 덫으로부터 꺼내기 위해 새천
년개발목표와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조하는 반면 원조비관론
은 원조담론이 기반하고 있는 빅푸시(big push)모형이나 간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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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the financing gap model)이 유인구조를 왜곡하여 원조종속성
만을 재생산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원조비관론의 비판은 많
은 반향을 불러일으켜 원조효과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현재의
원조레짐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김부열은 원조옹호
론과 원조비관론의 대립을 거대담론의 충돌로 규정하고 최근 증거
중심적 접근에 기반한 효과평가가 이러한 소모적 논쟁으로부터 원
조담론을 구출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증거중심적 접근이란 무작
위통제실험과 같이 인과적 추론을 가능케하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원조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김부열은 인과적
추론의 방법론적 토대인 가상결과모형과 무작위통제실험의 추론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5장과 제6장은 아시아의 전통적 공여국인 일본과 신흥 공
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살펴본다. 이 두 국가를 선택한 이
유는 두 가지인데, 먼저 그동안 원조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서구
공여국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원조는
많은 부분에서 일본의 원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서 일본 원조의 경험은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두 번
째 이유는 신흥 공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논의가 매
우 미흡하거나 편협하다는 점이다. 최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을 둘러싼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은 앞으로 개발

협력의 세계정치의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할 것이며 중국의 원조정
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중국원조의 원칙, 이념, 역사,
그리고 추진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5장에서 이정환은 일본 공적원조의 특징을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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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이상과 특수주의적 현실의 대립으로 설명한 뒤, 전후 일본
의 공적개발원조가 식민지배상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제공헌으로
부터 시작되어 점차 중상주의적 성격으로 변모해 나가는 역사적
과정을 추적한다. 전후 일본의 공적개발원조는 아시아중심성, 유
상원조중심성, 그리고 자국기업의 진출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는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와 다자원조, 비구속성원조를 강조해
온 보편적 국제규범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최근 일본은 인간안
보에 대한 강조를 통해 보편적 국제규범으로 일본의 원조를 재구
성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일본의 공
적개발원조와 원조추진체계, 원조의 목적, 특징 등에서 매우 유사
하다고 볼 때, 일본의 경험이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제6장에서 여유경은 신흥공여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살펴본다. 먼저 여유경은 중국이 신흥공여국인가라는 질문이 가
진 서구중심성을 비판한다.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의 아프
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이미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 온 것이며, 중국은 내정불간섭 원칙을 존중하여 이러한 원조
의 정치적 대가를 요구한 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유경
은 중국 대외원조 레짐의 변화과정을 대략 다섯 시기로 구분한다:
1950-1963, 1964-1970, 1971-1978, 1979-1994, 1995-2010. 중
국원조가 자원과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게 된 것은 1992년 장
쩌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선언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주로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유상원조였다. 네 번째 시기 동안 원조추
진체계 상으로는 외교부에서 상무부로의 권한이동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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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경은 최근 중국-아프리카 발전기금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을 둘러싼 논쟁에서 드러나듯이 중국 역시 선진 공여국들과 비슷
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한다.

2014년 현재 28개 OECD DAC 회원국들은 빈곤국이 받는 전
체 금융지원의 2/3에 해당되는 양을 공적개발원조로 제공하고 있
다. 이는 OECD DAC 회원국들 국민총소득(GNI) 중 평균 0.30%
에 해당하는 액수로 결코 적지 않다. 특히 6개 국가(덴마크, 룩셈부
르크,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들은 1970년 유엔총회에 의해

결의된 국민총소득 0.7% 이상의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이행하고
있는 “모범 공여국”이다.2
1950년대 해외원조에 의존한 원조경제로 시작한 한국은 이제
세계 13위의 경제규모(2014년 기준)와 세계 6위의 무역규모(2015
년 기준)를 가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원조경제에서 출발한 국

가들의 사례에서 한국만큼 극적인 스토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다. 한국은 2009년에는 OECD DAC에 가입하고 2010년 국제개발
협력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등장한 첫

2

“In recognition of the special importance of the role that can be fulfilled
only b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 major part of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to the developing countries should be provided in the form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ach economically advanced country
will progressively increase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will exert its best efforts to reach a minimum net
amount of 0.7 percent of its gross national product at market prices by
the middle of the decade.” UN Millenium Project, “The 0.7% target: An
in-depth look,” (http://www.unmillenniumproject.org/press/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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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국가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1
월 국무회의에서 2015년까지 ODA/GNI비율을 0.25%로 확대하
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명박 정부는 2009년 OECD DAC 가입
당시 이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한국의 ODA/GNI비
율은 0.13%에 머무르고 있으며 0.2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조차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산된 원조추진체
계, 유상원조와 양자원조 중심성, 아시아중심성, 보편적 국제규범
보다 구체적 국가이익 중심성, 다자원조 지원시 유엔기구 보다 개
발은행 중심성, 부문별 목표의 비선명성, 그리고 한국개발경험 전
수에 대한 강조로 정리할 수 있다. 요약하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는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국제개발기본
협력법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3항)이라는 도구적 목표에 갇혀 수

원국의 개발이라는 본원적 목적으로 아직 옮겨가지 못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최초의 국
가라는 “성공신화”에 도취되어 한국이 이룬 눈부신 경제적 성공
의 공과(功過), 본질적 요인과 우연적 요인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한 채, 한국의 경험을 보편적 규범보다 상위의 가치로 홍보하고,
역설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12
년에 발간된 OECD DAC의 한국에 대한 동료평가 보고서 역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3
3

“While its Knowledge Sharing Programme and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Programme are useful innovations, Korea could
respond more effectively to its partners’ interest in its own development
experience by making its lessons a core component of its capacit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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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 중심의 원조나 중상주의적 원조는 공여국간의 원조경
쟁을 악화시키고 수원국의 원조종속성을 심화시키며, 수원국 내
에서 사마리안의 딜레마와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시킨다.
“개발협력의 세계정치”는 공여국과 수원국, 그리고 원조관련단체
들이 개발협력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
하기 위한 규범, 가치, 규칙, 제도를 만들어 내는 하나의 레짐이
라고 볼 수 있다. 이 레짐의 등장과 성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
을 했던 국가들은 이미 “모범공여국”이라는 평판을 얻은 채 개발
협력레짐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 가지 역설적인
점은 협소하고 배타적인 의미의 국가이익 추구를 자제한 모범공
여국들이 오히려 새로운 개발협력레짐 안에서 “계몽적 국가이익”
(enlightened national interest)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

모범공여국들은 개발협력 관련 국제인력의 배출, 개발협력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민간기업(private contractors)의 성장, 개발협
력 관련 연구 및 사업기금의 국내유치 등에서 다른 공여국들보다
우위를 점해 가고 있다.
독자들이 본 편집본을 통해 21세기 국제정치의 중요한 주제가
될 개발협력의 세계정치가 어떠한 구조적 특징과 동학을 그리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상을 찾을 수 있다면 본 편집본은 소기의 목적을 이
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발협력의 세계정치라는 가슴 뜨거
운 주제에 학문적 열정을 가지고 편집본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 주
efforts – when appropriate.” (OECD, 2012,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of Korea, Paris: OECD Publis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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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참여 필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편집본의 완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신 사회평론아카데미 편집팀과 김봉주 학생,
그리고 신욱희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종희

14

개발협력의 세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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