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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신탁기금이라는 원조 방식이 주목을 받기 시

작하였고 전통적 원조 방식인 다자원조, 양자원조 외에, 공여국들이 중

요시하는 새로운 원조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국제 개발원조는 수원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정책이지만 원조의 양과 방식은 공여국

의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공여국이 원조를 할 때, 왜 다자원

조, 양자원조를 배제하여 신탁기금 원조를 선택하는가?하는 것이 본 연

구의 핵심 질문이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신탁기금의 두 가지 특성을 강조하여 공여국

이 신탁기금을 선택하는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원조금을 국제

기구에 투입하더라도 원조금의 용도가 공여국에 의해 결정되고 다자원조

와 구별이 된다는 점에서 신탁기금은 '지정기여'라는 특성이 있다. 둘째, 

원조금의 사용, 원조 프로젝트의 실시 과정과 관련해 국제기구가 원조 

활동을 감독 및 평가한다는 점에서 원조 약속의 청중비용이 증가되기 때

문에 양자원조 '공약의 비신뢰성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신탁기금 원조는 원조 약속의 청

중비용을 증가할 수 있으므로 다른 행위자들이 신탁기금 원조 정책을 쉽

게 번복하지 못할 것이고 원조 정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므로 공여국 정부의 연립정부 여부, 공여국 정부의 분단정

부 여부, 거부권자의 비율, 공여국의 비례대표제 여부, 정당의 이념,  집

권 시기, 정당의 지지율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세계은행이 공개한 

신탁기금 원조 계약서 및 세계은행 신탁기금 공식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

중회귀모형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및 통계적 유의도

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회제를 실시하는 공여국 정부는 연립정부일 

때, 신탁기금 원조를 더욱 선호한다고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당의 이념, 

집권 시기, 정당의 지지율 변수는 모두 예상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와 통

계적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좌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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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집권 후기, 정당의 지지율이 낮을수록 공여국 정부는 신탁기금 형식

으로 원조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라는 것이 타당성을 보인다. 이를 바

탕으로 가설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본 연구는 공여국을 신탁

기금을 활용하는 유럽국가와 비유럽국가 두 개 그룹으로 나누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결국 유럽 국가를 포함한 그룹에서 정당의 이념, 집권 시기, 

정당의 지지율 변수의 유의미성이 나타나고 이로써 유럽국가 정책결정자

들은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원조 정책의 수행을 확보한다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정량적 방법으로 도출된 잠정적 결론의 타당성과 반증가

능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이론 검증을 목표로 영국의 사례

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05년 - 2010년 영국의 좌파정당인 노동당

의 마지막 집권 시기, 그리고 2010년 - 2015년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

당 연립정부 집권 시기, 두 개 시기를 비교하였다. 결국 좌파정당인 노

동당은 자신의 원조 정책을 정당의 정치적 유산이라고 보고 총선 전에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져 연속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았

을 때 다자적 국제회의, 국내 입법, 신탁기금 등의 방법으로 원조 약속

의 신뢰성을 올리고 정책의 유지를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반면, 보수당은 원조정책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집권

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원조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

다. 이로써 대외원조에 대한 집권 정당의 이념적 차이는 공여국 원조 행

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여는 아래와 같다. 첫째, 다자적 양자원조로서의 신탁기

금과 다자원조, 양자원조를 구분하여 신탁기금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신

탁기금 원조는 원조에 대한 통제권, 원조 약속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문제를 완화하는 데 유용성을 제시한다. 이는 

대외원조 방식인 다자원조, 양자원조, 신탁기금 원조의 특성, 현실적 의

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공여국을 단일 행위자로만 

보고 대외원조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공여국 국내 요인을 간과한

다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여, 본 연구는 국제 협력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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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에 있어서 비용이 높은 조약, 다자적 국제기구를 국가 정책의 시

간적 불일치 문제를 완화하는 도구로 보는 이론적 시각을 대외원조 영역

에 도입하여 이러한 이론으로부터 가설과 독립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검

증하는 점에서 신탁기금 원조 방식의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공여국 정부의 원조 의도, 원조 방식 선택의 경향을 상

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연할 수 있는 신탁기금 약속금액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여국 신탁기금 원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주요어 : 신탁기금, 다자성 양자원조, 대외원조, 국내정치, 정당의 이념, 
영국 
학  번 : 2017-2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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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개발 원조는 국제정치학에서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다. 냉전 종식 이

후 개발원조 영역에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첫

째, 원조의 목적이 다양화되었고 글로벌화나 기후 변화 등의 문제 해결

이 원조의 목표에 포함되었다. 둘째, 원조 투명성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이 늘어났다. 셋째, 신흥 공여국, 비영리단체 등이 나타났고 공여 행위자

가 다양해졌다.1)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신탁기금(trust fund)이라는 원조방식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전통적 원조 방식인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외에 공여국

들이 중요시하는 새로운 원조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림1-1>에 세계 빈

곤국을 대상으로 저금리대출을 제공하는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와 신탁기금의 배분상황을 비교해보면,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신택기금의 배분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을 기준으로 IDA의 배분금액을 초과하였다. 이를 통해 애초에 다

자적 대출 기구로써 설립된 세계은행은 신탁기금 형식으로 된 원조금을 

많이 관리함에 따라 다양한 목적, 주제와 관련된 원조를 수원국에게 제

공하고 이와 동시에 같은 원조 목적, 원조 이익을 가진 국가를 모으고 

이러한 국가들의 원조 협력을 적극적 추진하는 다자적 기구로 변환되고 

있다.2) 

<그림 1-1>에서 보다시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은행이 신탁기

금 형식으로 수원국에게 배분하는 금액은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

원국에게 제공되는 신탁기금의 원조금은 모두 공여국으로부터 오는 것이

기 때문에 공여국이 세계은행에게 신탁기금 형식으로 투입한 원조금도 

1) IEG, 2011, Trust Fund Support for Development An Evaluation of the World 
Bank’s Trust Fund Portfolio, p1

2) Owen Barder, Euan Ritchie and Andrew Rogerson, 2019, “Contractors or 
Collectives?” Earmarked Funding of Multilaterals, Donor Needs and 
Institutional Integrity: The World Bank as a Case Study.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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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여국이 신탁기금 형식으로 

세계은행에 많은 원조금을 제공하는 경향을 포착할 수 있다. 여기서 짚

고 넘어갈 것은 국제개발원조는 수원국의 발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실

시되는 정책이지만 원조의 양과 방식은 공여국의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는 것이다.3) 양자원조의 경우, 직접적으로 원조금을 수원국에게 제공하

기 때문에 공여국은 정치 및 전략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양자원조를 통

해 수원국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4) 다자원조의 경우, 공여국과 주인 - 

대리인 관계를 가지는 국제기구는 공여국으로부터 재정 및 정책적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공여국은 국제기구에 투입하는 금액을 조정함으

로써 국제기구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게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5)  

그렇다면 공여국은 어떤 목적으로 신탁기금을 선택하는가? 신탁기금

은 다자원조, 양자원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여국은 신탁기금의 방식

으로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처럼 수원국이나 국제기구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세한 것은 후술하겠지만, 신탁기금은 공여국

이나 비국가 공여자로부터 원조 자금이 집중되어 세계은행이나 다른 국

제기구에 의해 관리되는 특별한 수단이다.6) 신탁기금 원조는 국제기구에 

걸쳐 수원국에게 원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양자원조에 비하여 수원국과의 

연결 관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신탁기금으로 수원국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이다. 국제기구 측면에서도 신탁기금의 용도는 공여국에 

3) Dietrich, S. 2016. Donor Political Economies and the Pursuit of Aid 
Effectiveness. 70(1), 65-102.

4) Dollar, D., & Alesina, A. 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5(1), 33-63.; De Mesquita, B., & Smith, A. 2007. Foreign Aid and Policy 
Concession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1(2), 251-284.

5) 다자원조를 통해 공여국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연구로는 아래와 같이 참고한 것.
   Yussuf M, 2007, Voluntary contributions in United Nations system 

organizations, United Nations, Joint Inspection Unit; Rodrik, D. 1995. Why is 
there Multilateral Lending? NBER Working Paper Series, 5160.   Barro, R., & 
Lee, J. 2005. IMF programs: Who is chosen and what are the effect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2(7), 1245-1269; Kilby, C. 2006. Donor influence in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The case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2), 173-195. 

6) IEG, op.cit.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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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되어 원조금도 국제기구 자체의 자산과 별도로 관리된다.7) 그

러므로 공여국이 신탁기금의 원조금을 증가시키더라도 공여국은 국제기

구에서 다자원조만큼의 영향력을 받기 힘들 것이다.

<그림 1-1> 2004년-2017년 세계은행 신탁기금 배분 및 IDA 배분 금액 (US$, Mil

lions)

자료: 각 년도 Trust Fund Annual Report, World Bank Annual Report,  참조하

여 본인 작성.

그렇다면 공여국은 왜 신탁기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신탁기금과 다자원조, 양자원조를 구분하여 

신탁기금의 개별적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공여국들이 신탁기금에 언제, 

왜 참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밝히고자 한다. 

2. 다자적 양자원조(Multi-bi)로서의 신탁기금 

1) 신탁기금의 정의 

신탁기금 원조가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의 구별되는 특성은 무엇인가? 

7) IEG, op.cit.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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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

ent, OECD)와 세계은행은 '신탁기금'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다자원조, 

양자원조와 구별되는 신탁기금의 특성을 강조한다. 

OECD는 신탁기금을 세부적으로 '비핵심기여(non-core aid)','지정기여

(earmarked funding)', '다자적 양자원조(multi-bilateral assistance)'로 정

의하고 다자원조와 구별되는 신탁기금의 '양자적' 특성을 주요 강조한다. 

'비핵심기여'라는 개념은 다자원조의 핵심기여(core-aid)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OECD는 아래와 같은 3가지 기준으로 다자원조의 '핵심기여' 

개념을 규명한다. 첫째, 원조의 목적은 발전이다. 둘째, 원조를 접수하는 

행위자는 국가의 정부가 회원으로 구성되는 국제기구여야 한다. 셋째, 

공여국이 원조금을 국제기구에게 투입하게 되면 원조자금이 공여국의 정

체성을 잃게 되고 다른 공여국의 원조금과 섞여 국제기구가 지배 가능한 

자산이 될 것이다.8) 국제기구는 핵심기여인 다자원조의 배분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9)

이상과 반대로 '비핵심기여'인 신탁기금은 다자원조와 2가지 방면에서 

구별된다. 첫째, 공여국이 국제기구에게 신탁기금 형식으로 원조금을 투

입할 때, 원조금의 지원 대상, 원조 분야 등 사항이 이미 공여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10) 이렇게 공여국에 의해 용도가 지정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탁기금 원조는 '지정기여'라고도 불린다. 둘째, 공여국이 신탁

기금 형식으로 국제기구에게 투입한 원조금은 국제기구 차제의 자산으로 

유입되지 않고 국제기구에 의해 따로 관리된다.11) 그러므로 국제기구가 

자신의 '핵심적' 자산을 의지하여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발휘한다는 점에

서 '핵심적 자산'에 들어가지 않은 신탁기금은 '비핵심기여'라고 한다. 종

합적으로 보면, 신탁기금은 다자적 국제기구에 속하지만 "지정기여", "

비핵심기여" 두 가지 방면에서 다자원조방식과는 구별되고 또 "지정기여

"라는 특성은 양자원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다자적 양자원조"라고도 한

8)  OECD, 2012, Multilateral Aid Report, p14
9)  OECD, 2010, 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p55
10) OECD, 2011, Multilateral Aid 2010, p46
11) World Bank Group, 2010, 2010 Trust Fund Annual Report,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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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신탁기금에서 세계은행의 역할 

세계은행은 신탁기금을 '정부나 비정부 공여자로부터 원조 자금을 집

중하여 세계은행이나 다른 국제기구에 의해 관리되는 원조 수단'으로 정

의하고12) 신탁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여국, 비국가공여자, 수원국

을 연결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한다.13) 그렇다면 국제기구는 신탁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국제기구에 따라 신탁기금에 대한 관리 방식

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세계은행을 예시로 들어 신

탁기금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설명한다.

세계은행은 총 3가지 측면에서 신탁기금을 관리한다. 우선, 공여국의 

기여 측면(the Donor Contribution Level)에서 세계은행은 신탁관리자(tru

stee)의 직능을 맡고 주요 원조 자금의 수령, 보유, 투자, 배분 및 자금 

상황의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어서 공여국이 국제기구에게 원조

금을 투입하는 측면(the Allocation Level)에서, 세계은행은 신탁기금 원

조 프로그램의 관리자 직능을 담당한다. 세계은행은 원조 프로그램의 실

시 계획을 세우고 원조 프로그램의 당사자인 공여국, 수원국, 그리고 프

로그램의 공동 집행자인 다른 행위자 간에 이익관계를 조절해야 한다. 

또한 원조 프로그램의 실시과정을 감독하고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실시 

과정과 관련 정보를 국제기구 및 공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조금을 수원국에게 지불하는 측면에서(the Disbursement Level), 세계

은행은 기여 관리자(grant manager)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

서 세계은행은 전문가들을 모아 한 팀을 구성한다. 이 팀을 통해 수원국

에서 원조 활동의 준비, 관리, 실시, 감독 등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이

다.14)

모든 공여국으로부터 원조금을 받고 그 원조금을 수원국에게 제공하

는 과정에, 금융 중개 기금(Financial Intermediary Funds, FIFs)15)이외에 

12) IEG, op.cit. p2
13) World Bank Group, 2019, 2018-2019 Trust Fund Annual Report, p6
14) World Bank Group, 2009, Trust Funds at the World Bank: A Guide for Dono

rs and Partners, p7 
15) 세계은행은 FIFs에게 자금 중개 관리(fiduciary arrangement)와 자금전이(pass-th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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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탁기금의 관리(신탁기금의 준비, 실시, 평가, 감독 등) 및 신탁기

금 원조프로젝트 준비, 실시 과정은 IDA/IBRD 프로젝트와 같이 세계은행 

내부의 운영 규칙(Operational Policies, OP) 및 절차(Bank Procedures, B

P)를 따라야 한다.16) 예를 들면, 프로젝트의 실시는 세계은행의 환경 및 

사회 보호(Environmental and Social Safeguards) 원칙을 준수해야 하여 

원조 프로젝트 실시 중간 단계와 완성 단계에서 세계은행 독립평가그룹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IEG)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17) 또한 세계

은행은 공여국 및 수원국과 법적 계약서(legal agreement)를 개별적으로 

체결함으로써 원조 프로젝트의 수행을 확보한다.18) 구체적으로 세계은행

은 각 공여국(들)과 관리 협정(Administrative Agreement, AA)을 체결하여 

공여국(들)로부터 자금 관리를 위임(delegation)받고 이와 동시에 신탁기

금 관리에 있어서 공여국과 세계은행의 권력과 의무(특히 공여국의 원조

약속금액, 원조금 투입 시간 등)를 명확하게 정한다. 마찬가지로 수원국

과도 기여 협정(Grant Agreement, GA)을 체결함으로써 수원국에게 원조

를 제공하는 금액 및 시간을 약속하며 신탁기금 원조금의 용도 및 수원

국의 의무를 규명해야 한다.   

3) 신탁기금의 특성 

세계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신탁기금은 최소 아래와 같이 2가지 다자

적 특성이 있다. 첫째, 신탁기금을 관리하는 3가지 측면에서 세계은행은 

모두 원조금의 상태, 원조활동에 대한 감독 및 보고의 직능을 맡고 있

다. 그러므로 양자원조보다 신탁기금은 원조와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

ugh) 서비스만 제공한다. 자금전이의 경우, 세계은행은 세계은행의 관리 절차와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고 FIFs 형식으로 받은 자금을 제3자에 전이하며 이와 동시에 자금에 
대한 중개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도 제3자로 전이된다. 즉, 세계은행은 FIFs 자
금의 사용, 원조 프로젝트의 이행에 대해 감독할 책임이 없다. FIFs 자금의 수원자 혹
은 FIFs 프로젝트의 수행자는 자금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World Bank Group, 20
09, op. cit  p5

16) World Bank Group, 2008, Operational Manual, OP14.40-Trust Funds, 
Paragraph6

17) World Bank Group, 2009, op.cit, p9 
18) World Bank Group, 2008, Operational Manual, BP14.40-Trust Funds, 

Paragraph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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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자적 특성이 있다. 둘째, 다자적 기구인 세계

은행은 신탁기금의 관리자로써 원조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

록 보장해줄 수 있다. 원조금을 수원국에게 지불하는 측면에서(the Disbu

rsement Level) 수원국이 신탁기금 원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 세

계은행은 전문가 팀에 의해 원조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위험을 감소하

기 위한 해결책을 내는 업무를 맡기 때문에19) 원조 프로그램의 이행을 

보장해줄 수 있다. 또한 신탁기금 원조 프로젝트의 실시에 있어서 신탁

기금 관리 실패, 수원국에 대한 원조약속 어김 등 상황이 세계은행의 명

성(reputation)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 그러므로 세계은행은 

자신의 명성을 위해  원조 프로젝트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다.

<그림 1-2>과 같이 다자적 양자원조21)로서의 신탁기금은 원조의 다자

적 특성과 양자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기존 다자원조, 양자원조와 구별

된다. 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신탁기금은 기존 다자원조와 양자원조를 

보완할 수 있다. 우선, 다자원조에 있어서 공여국은 다자원조를 선택할 

때 부담공유 및 원조에 대한 통제권 간에 거래 문제(trade-off between 

burden sharing and control)를 면하고 일부분 공여국들이 통제권을 포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자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22) 신탁기

19) IEG, op.cit. p20
20) IEG, op.cit. p83
21) OECD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다자원조, 양자원조, 다자적 양

자원조 총 3가지 종류로 나눴다. 하지만 OECD가 정하는 '다자적 양자원조'의 개념은 
세계은행 '신탁기금 원조'의 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 유의해야 한다. OECD는 공여
국의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 신탁기금 원조를 다자적 원조로 분류한다. 상대적으
로 많은 공여국에 의해 설립된 대형 신탁기금 경우, 원조금의 사용은 공여국들의 합의
에 의해 결정되어서 이러한 신탁기금은 양자적 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의 기준으로 공여국의 수량이 많아도 이러한 신탁기금은 여전히 다자적 국제기구에 속
하고 국제기구에 의해 관리된다. 그러므로 세계은행은 이런 종류의 원조를 여전히 신탁
기금 원조로 본다. IEG, op.cit. p87.

   본 연구는 신탁기금의 양자적 특성을 강조하는 OECD의 기준보다 신탁기금의 다자적 
특성과 양자적 특성을 동시적으로 착안하여 공여국은 신탁기금 원조를 선택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세계은행의 기준으로 신탁기금 원조를 구분하고 명
칭도 세계은행의 기준으로 '신탁기금 원조'라고 부른다. 

22) Milner, H., & Tingley, V., 2013. The choice for multilateralism: Foreign aid 
and American foreign policy.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8(3), 
3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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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경우, '지정기여'이기 때문에 공여국은 세계은행에게 원조금을 투입

하더라도 원조금의 용도를 결정할 수 있어서 다자원조 부담공유 및 원조

에 대한 통제권 간의 거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또 양자원조에 있어서 국가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에서 원조증액을 약

속하지만 자국 여론의 반대나 이익집단의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약속

을 지키지 않는 '공약의 비신뢰성 문제'가 많다.23) 신탁기금은 다자적 국

제기구인 세계은행에 속하고 세계은행의 내부적 규칙인 OP, BP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양자원조의 '공약 비신뢰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세

계은행의 정보접근(Access to Information)정책24)에 따라 공여국이 약속하

는 신탁기금 원조의 금액, 원조금을 세계은행에게 주는 시간 등 정보는 

모두 세계은행을 통해 공개한다.25) 또 신탁기금 원조 프로젝트의 실시 

과정에 세계은행에 속하는 국가관리유닛(Country Management Unit, CM

U), IEG 등부서는 원조 활동을 계속 감독하고 평가하여 원조 활동과 관

련 정보를 계속 공개한다.26) 이로써 신탁기금 형식으로 진행하는 원조는 

상대적으로 국내·국제 청중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여

국 정부 약속 위반의 '청중비용(audience cost)'을 증가한다.27) 이런 맥락

에서 이성적 행위자로서의 공여국은 합리적 계산에 따라 비용이 높은 신

탁기금 원조 약속을 쉽게 위반하지 못할 것이다. 즉, 국제기구에 속하는 

신탁기금은 원조활동과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기 때문에 원조 약속

의 '청중비용(audience cost)'을 올림으로써 '공약 비신뢰성 문제'를 완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청중비용이 높은 약속을 세우는 행동은 '

23) 박종희. 2016. 국제개발협력의 기원과 구조적 변화 — 연속성과 불연속성. p96
24) https://www.worldbank.org/en/access-to-information (최종 검색일: 2019년 11

월 27일)
25) 공여국의 원조 약속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세계은행의 규칙에 따라 세계은행 무서 홈

페이지(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home)에 공개된다.
26) 신탁기금 원조 프로젝트와 관련 정보는 https://www.worldbank.org/en/region/lac

/projects/all를 통해 공개된다. 
27) Fearon, J. 1994. Domestic Political Audiences and the Escalation of Internati

onal Disput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3), 577-592.; Mansfi
eld, E., Milner, H., & Rosendorff, B. 2002. Why Democracies Cooperate More: 
Electoral Control and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International Organizat
ion, 56(3), 47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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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위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 다자적 특성과 양자적 특성을 동시에 가진 다자적 양

자원조로서의 신탁기금에 주목하여 공여국은 언제, 왜 다자원조와 양자

원조를 배제하고 신탁기금 원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2> 다자원조, 양자원조, 신탁기금의 원조 프로세스 비교

자료: 신탁기금에 대한 OECD, 세계은행의 설명을 근거로 본인 작성.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공여국들이 신탁기금을 사용하는 데이터와 사례를 수집하

고 분석함으로써 일반화된 명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복수 개

의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수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채택하는 주된 연구 방

법은 정량적(qualitative)방법이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정량적 방법을 사용해 도출된 잠정적 결론의 

타당성과 반증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정성적(qualitative)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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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방법론적 측면에서 양자의 장점을 취사선택 및 종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론 검정(theory testing)을 목표로 영국 정부 원조정책의 결

정 구조 및 원조 영역에서 영국의 중요성을 출발점으로 영국의 사례를 

선정한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 - 2010년 영국 좌파정당인 노동당의 마

지막 집권 시기, 즉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마지막 임기와 고든 브라

운(Gordon Brown) 집권 시기, 그리고 2010년 - 2015년 영국 보수당과 자

유민주당 연립정부 집권 시기, 즉 우파정당인 보수당 소속 데이비드 캐

머런(David Cameron)이 수상을 담당한 시기를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2010년 - 2015년 영국은 연립정부였지만, 좌파정당인 노동당 전임 정부

와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있으며 또 국가의 지도자, ODA 원조를 관리하

는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부장은 

모두 보수당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파정당은 대외원조 정책과 관련 의제 

설정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2010년 - 2015년 영국 대외원조 정책은 보수당의 선호를 더 많이 반영한

다.  

이상과 같이 영국이라는 한 사례에서 두 개 시기를 선택하고 비교하

면 두 개 시기 간에 시간적 격차가 적기 때문에 핵심 독립변수인 '집권 

정당의 이념' 이외 다른 변수들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두 개 시기에 영국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을 비교하여 정권교

체 이외에 다른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집권 정당의 이념'이라는 변수가 

영국 대외원조 정책에 제공하는 함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먼저 2장에서 신탁기금 원조에 대하여 서술적/분석적으로 

접근한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신탁기금 원조

를 선택하는 요인을 밝힌 기존 연구들은 공여국의 국내적 요인을 다소 

간과하기 때문에, 본 연구가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설계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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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통해 연구의 시간적/공간적 대상과 범위를 확정한 후, 본 연구의 

중점인 공여국의 신탁기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 요인을 독립변

수로 상정하고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며 이를 토대로 

가설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4장에서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정량적 검정

을 시도한다. 즉, 3장에서 상정한 핵심 독립변수/종속변수를 구체적인 지

표(indicator)로 조작화 하고, OLS(Ordinary Least Squares)를 활용한 다중

선형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및 통계적 유의도(statistical significance)를 측

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5장에서는 2005년 - 2010년 영국 좌파정당인 노동당의 마지막 집권 

시기, 2010년 - 2015년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 집권 시기의 

사례를 통해 4장에서 논의한 정량적 분석의 결과를 보완하여 '집권 정당

의 이념'이라는 변수가 공여국의 대외원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

게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상에서 논증한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을 바탕

으로 연구 질문에 대한 잠정적 답변으로서의 결론을 내리고, 그 함의 및 

향후의 추가 연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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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존연구는 크게 신탁기금에 초점을 맞춘 연

구, 그리고 국제 협력 방식의 선택에 초점을 맞춘 연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탁기금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1960s 신탁기금은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90년대부터 주목을 받은 원조 방식으로 되는 요인을 분석하

는 연구, 또 90년대 신탁기금의 급증에 따라 신탁기금은 원조의 효율성, 

공여국 간의 협력 등 방면에 대한 영향과 관련 연구 두 가지로 나눈다. 

또한 본 연구의 중점인 공여국 국내 요인이 대외원조 방식의 선택에 대

한 영향과 관련 논리의 유추(analogy)를 위해,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내 

정치 측면에서 국제협력 방식의 선택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 최종적으

로는 본 연구의 기여점을 언급할 것이다. 

1. 신탁기금에 초점을 맞춘 연구 

신탁기금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공여국, 신탁기금을 관리하는 국제

기구, 신탁기금 자체 등 여러 수준에 걸쳐 있고 '신탁기금 증가의 원인' 

및 '신탁기금 증가의 영향' 두 가지 방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 '신탁

기금 증가의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는 연구의 분석대상을 기준으로 공여

국의 측면에서 본 신탁기금의 증가, 국제기구 측면에서 본 신탁기금의 

증가로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1) 신탁기금의 증가와 관련된 연구 

(1) 공여국 측면에서 본 신탁기금의 증가

원조행위의 주체인 공여국은 신탁기금과 관련 연구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다. '공여국은 왜 신탁기금으로 원조를 진행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

는 대부분 연구들은 신탁기금 원조에 참여하는 공여국들을 이성적 행위

자로 보고 신탁기금 원조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하여 공여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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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기금 원조를 많이 사용하는 원인을 밝혔다. 

우선, 신탁기금 원조는 더 은밀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여국은 신탁기금 원조를 선호한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Sridhar, Woods, 2013; Eichenauer, Stephen, 2014; Eichenauer, 

Stephen, 2014; Reinsberg, 2017; Barder, et, al. 2019). 사리하와 우즈

(Sridhar, Woods, 2013)는 신탁기금과 전통적 양자원조, 다자원조와의 차

이를 밝히고 신탁기금이라는 원조는 국제기구를 통해 더욱 은밀한 방식

으로 자국의 영향을 확장할 수 있으니 마치 트로이를 무너트리기 위해 

크리스인들이 사용한 '트로이 목마'처럼 트로이(Trojan)적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은밀한 방식으로 수원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증

명해주는 연구로는 신디사이져와 스티븐(Eichenauer, Stephen, 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특정 수원국에 대한 신탁기금

(country-specific trust fund)을 연구 대상으로 신탁기금의 배분과 G3(미

국, 영국, 네덜란드) 국가 유엔의 투표 간에 상관성을 밝혀 공여국은 신

탁기금을 통해 수원국에 대한 외교적 영향을 밝혔다.

그러나 신탁기금을 통해 공여국이 과연 국제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리하와 우즈

(Sridhar, Woods, 2013)는 주인-대리인 모델을 적용하여 공여국은 신탁기

금을 통해 주인-대리인 간에 정보 비대칭 문제(information asymmetry)를 

완화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

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라인스 버그(Reinsberg, 

2017)는 세계은행 직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공여국들은 신탁기금을 

통해 새로운 이슈에 대한 국제기구의 관심을 일으킬 경향이 있다고 밝혔

다. 특히 세계은행에 초점을 맞춘 신탁기금(Bank - Executed Trust 

Fund, BETF)의 경우, BETF은 주로 지식발전(knowledge generation) 및 

분석 방면에 세계은행의 활동을 지원해주는데, 영국은 거의 배타적으로 

세계은행이 발표한 'World Development Report 2013'을 지원하는 선례가 

있어서 공여국은 BETF를 통해 국제기구에 의제설정(Agenda Setting)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고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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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탁기금을 통해 공여국은 국제기구 다자원조의 기준을 혼란

시켜 다자원조를 양자화(bilateralization the multi-lateral aid)한다고 주장

하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다자원조의 양자화를 증명하는 실증적 분석의 

결과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이 다르다. 호끄(Huq, 2010), 신디사이져와 시

티븐(Eichenauer, Stephen, 2014)은 모두 다자원조의 배분 기준인 수원국

의 정치적·제도적 안정성 지표(CPIA,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와 수원국에 초점을 맞춘 신탁기금(Recipient- Executed 

Trust Fund, RETF)원조 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함으로써 신탁기금이 세계

은행의 원조를 양자화한지를 입증하려고 했는데 결국 CPIA 지수가 낮은 

취약국가, 전후 국가들이 신탁기금 원조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나

왔다. 신디사이져와 시티븐(2014)은 이 결과는 세계은행의 원조는 더 이

상 세계은행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며 세계은행 원조는 

신탁기금 때문에 양자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바더 등(Barder, et, al. 2019)도 공여국은 신탁기금으로 다

자원조를 양자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여 공여국들이 잠재적으로 세

계은행의 발전전략과 무관하게 신탁기금을 '남용(excessive use)'하는 경

향을 측정하는 'Responsible Multi-bi Donor Index' 라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였다. 다자원조를 양자화한다는 신디사이져와 시티븐(2014), 바더 

등(Barder, et, al. 2019)의 주장과 반대로 'CPIA 지수가 낮은 취약국가, 

전후 국가들이 신탁기금 원조를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결과에 대해 호끄

의 설명이 다르게 보인다. 그는 이 결과를 통해 세계은행 다자원조 기준

으로 원조를 받지 못하던 국가들은 신탁기금으로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탁기금은 기존 다자원조의 원조범위를 보완할 수 있고 신탁기

금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다. 호끄와 같은 입장을 가진 연

구는 라인스 버그(Reinsberg, 2015), 신디사이져와 라인스 버그

(Eichenauer, Reinsberg, 2017), 신디사이져와 호끄(Eichenauer, Huq,2018) 

등의 연구가 있다. 

이상 공여국은 신탁기금으로 국제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

에 동의하는 연구와 반대로 신탁기금을 통해 국제기구에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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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라인스 버그(Reinsberg, 

2015, 2017)는 세계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세계은행 

직원들은 공여국은 신탁기금과 관련 프로젝트의 원조 목적, 실시 계획 

등 방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신탁기금으로 세계은행의 

운영 규칙(operational rules), 정책 의제(policy agenda)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터뷰를 받은 모든 직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

다. 

또 공여국은 위험공유(risk share) 및 부담공유(burden share) 입장으

로 신탁기금 원조를 참여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이와 관련 연구

는 레오니(Leonie, 2010) 및 신디사이져와 라인스 버그(Eichenauer, 

Reinsberg, 20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레오니(2010)는 우선 취약국가

(fragile country)를 비롯한 관리능력 저하(weak governance)에게 원조를 

제공할 때 공여국들이 면할 부패, 관리 부실 등 위험요소를 제시하였다. 

또 다자적 공여 행위자 신탁기금(multi-donors trust fund, MDTFs)을 연

구 대상으로 공여국은  취약 국가에게 원조를 제공할 때 국제기구 및 원

조 동참국과 같이 원조 위험을 공유하는 데 MDTF의 역할을 밝혔다. 이

와 같은 입장으로 신디사이져와 라인스 버그(Eichenauer, Reinsberg, 

2017)는 '원조금은 국제기구를 거친 다음에 이 모든 돈을 공여국에 의해 

결정된 수원국에게 제공한다'는 신탁기금'catch all bypass aid'의 특성을 

밝혀 결국 공여국은 취약국가에게 원조를 제공할 때 신탁기금 원조를 많

이 사용한다고 증명하여 신탁기금 bypass aid의 특성과 위험 공유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신디사이져(Eichenauer, 2017)는 신탁기금은 위험 공유 

및 부담 공유 방면에 역할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여국들이 신탁기

금에 참여하는 행위를 연구하였다. 결국 특정한 이슈에 대한 공여국들의 

입장이 다를 때 공여국은 대형 신탁기금을 외면할 것이고, G8 정상회담

에서 공여국의 원조 약속을 받던 이슈의 경우, 공여국들이 복수 공여국 

신탁기금을 선호하며, 또 지구적 공공재와 관련 원조의 경우, 공여국들

이 대형 복수 공여국 신탁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고, 취약국(frag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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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에게 원조를 제공할 때 공여국은 복수 공여국 신탁기금에 가입할 

경향이 있다는 4가지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위험공유 및 부담공유 방면에 신탁기금의 역할에 대한 긍

정적인 입장을 가진 연구는 무차 데니 카(Muchadenyika, 2016), 미카와와

(Michaelowa, 2017), 신디사이져(Eichenauer, 2017), 바더 등(Barder, et, 

al. 2019), 조현주, 김은미 등(2015)의 연구가 있다. 

(2) 국제기구 측면에서 본 신탁기금의 증가

국제기구의 측면에서 신탁기금의 증가를 분석하는 연구로는 라인스 

버그(Reinsberg, 2017(1))의 연구가 있다. 라인스 버그는 공여국의 입장으

로만 신탁기금의 증가를 분석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세계은행의 

내부 개혁(Strategic Compact)이 신탁기금의 증가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

였다. 구체적으로 1997년 세계은행 개혁 때문에 부문관리유닛(Sector 

Management Unit, SMU)이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권(budget autonomy)을 

잃고 국가관리유닛(Country Management Unit, CMU)도 관리 비용

(administrative budgets)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라인스 버그

(Reinsberg, 2017(1))는 신탁기금은 세계은행에게 관리비용 및 원조 프로

젝트 준비와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CMU와 SMU의 예산 부담이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여 세계은행 내부 부서인 CMU와 

SMU가 신탁기금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기를 밝혔다. 

또 라인스 버그(Reinsberg, 2017(2))는 사례를 통하여 국제기구에 대한 

공여국의 신뢰성이 떨어진 것은 신탁기금 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를 설립하였을 때, 

공여국들은 환경보호 방면에 세계은행이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세계은행은 GEF를 자신의 대출 업무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남용할 걱정

이 있기 때문에 공여국들의 의도에 의해 원조를 결정되는 신탁기금 방식

으로 GEF를 설립하였다. 

2) 신탁기금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 

신탁기금의 증가는 대외원조 영역에 어떤 변혁을 일으켰는가?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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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답을 주는 기존연구들은 대외원조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 국제기구

에 대한 영향, 국가 간의 협력에 대한 영향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외원조의 효율성(effectiveness)문제는 대외원조 영역에 주목

을 받은 이슈로써 신탁기금 원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외원조의 효

율성에 대한 신탁기금의 영향에 대한 연구도 논의되었다. 효율성에 대한 

신탁기금의 영향에 있어서 학자들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우선 신탁기

금 원조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신탁기금의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연구로는 클레어(Clair, 2017), 바더 등(Barder, et, al. 2019)

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클레어(Clair, 2017)는 원조 영역에서 수원국은 다

자원조나 양자원조 애초의 원조 목적을 무시하여 자기의 의도대로 원조

자원을 소비하는 원조변용성(aid fungibility) 문제를 규명하고 프로젝트 

기반 (project based) 특성이 있는 신탁기금 원조는 수원국의 원조 변용

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더 등(Barder, et, al. 2019)은 

다자원조에서 모든 공여국들은 다른 공여국보다 먼저, 더 많은 원조자금

을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다는 집단행동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s)를 규명하여 신탁기금 원조는 이러한 문제의 발생 확률을 낮추

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여 원조의 효율성에 대한 신탁기금의 긍정적

인 영향을 인정하였다. 신디사이져와 라인스 버그(Eichenauer, Reinsberg, 

2017), 키프(Kipp, 2018) 등의 연구도 같은 주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바라캇(Barakat, 2009)과 무차 데니 카(Muchadenyika, 2016)는 

원조 효율성에 대한 신탁기금의 영향을 다르게 평가한다. 바라캇

(Barakat, 2009)은 Afghanistan Reconstruction Trust Fund(ARTF)를 연구

대상으로 신탁기금의 실질적 효과와 논리적 효용을 비교하여 실제로 

ARTF 원조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과정에 아프가니스탄의 정부 관료 혹

은 현지의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실제적 발전 수요

와 ARTF 원조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무차 데니 카

(2016)도 같은 입장으로 짐바브웨에 대한 원조를 주는 총 5개 신탁기금

을 연구 대상으로 원조의 실질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는데, 결국 신탁기금 

원조는 짐바브웨 정부의 발전전략과 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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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웨의 현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기 힘들며 신탁기금의 집행 행위자인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은 관리 절차의 유연

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조프로젝트의 진도가 느리다고 저적하고 원조 

효율성문제에 대한 신탁기금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

다. 

또 신탁기금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국제기구에 대한 신탁기금의 영향

에 관한 연구도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미카와와 라인스 버그 등

(Michaelowa, Reinsberg, et. al, 2017)은 '왜 EU는 신탁기금을 관리하지 

않고 단지 공여자로써 다른 국제기구에 속하는 신탁기금 원조를 참여한

가'라는 질문을 출발점으로 EU 직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다. 이를 통

해 EU는 신탁기금을 관리하는 데 각 이슈별로 필요한 전문가가 부족하

고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EU는 산하에 신탁기금을 설립

하는 것을 외면하였다고 밝히고 신탁기금이 많아지면서 국제기구의 관리

능력, 관리 비용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반대한 관점으로 라

인스 버그(2015)는 세계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신탁기금

을 관리하는 세계은행의 절차도 분석하였다. 결국 신탁기금은 세계은행

에게 관리비용, 프로젝트 준비비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의 부담

이 크지 않다고 밝혔으나 원조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공여국과의 협상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MDTF에서 공여국이 여러 개 국가가 

있을 경우 세계은행은 국가들의 입장을 서로 조정해야 신탁기금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기금은 세계은행에 일정한 관리부담을 준다는 결론

을 내렸다.  

신탁기금은 공여국들 간에 집단행동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탁기금, 특히 MDTFs의 수량이 많아지면서 국가들 간에 협력 형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을 발견하여 공여국,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협력 형태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연구로는 디트릭 등(Dietrich et. al. 

2017) 및 라인스 버그(Reinsberg, 20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디트릭 등

(Dietrich et. al. 2017)은 MDTFs를 연구대상으로 시장에 대한 동호국가들

(like-minded countries)은 신탁기금으로 원조를 같이 한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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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여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의 방법으로 시장 동호국가

들은 신탁기금에 의해 형성된 원조 협력의 네트워크 상황을 보여줬다. 

또 라인스 버그(Reinsberg, 2017)는 신탁기금을 관리하는 국제기구가 많

아지는 현상이 공여국의 원조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신탁기금을 관리하는 국제기구가 많아지면서, 중재를 신청할 때 자

신에게 유리한 재판소에 가는 중재신청자의 포럼쇼핑(forum shopping) 

행동처럼 공여국도 국제기구에서 자신의 회원자격 혹은 발언권 등 사항

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국제기구를 선택하고 신탁기금 원조금의 

관리 권력을 그 국제기구에게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라인스 버그(Reinsberg, 2017)는 논문에서 이 주장과 관련 실증적 분석을 

하지 않았다. 

3) 신탁기금에 초점을 맞춘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함의 

신탁기금 증가의 요인, 신탁기금 증가의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신탁기금 원조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인 공여국, 

국제기구 각자에 초점을 맞춰 정량적 분석 혹은 인터뷰의 방식으로 가설

을 검증하였다. 특정한 분석 결과 혹은 이슈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에 차

이가 있지만, 이상 기존연구를 통해 신탁기금으로 영향력의 확장, 위험 

공유, 부담 공유 등 방면에 공여국의 이익을 이해할 수 있고 신탁기금 

증가에 공여국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제기구에 있어서 신탁기

금은 국제기구 재정 부담의 완화에 대한 영향은 국제기구 내부 신탁기금

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기금의 

증가에 따라 관리 능력에 대한 부담 및 BETFs를 통해 국제기구에 대한 

공여국의 통제 등 위험요소도 존재한다고 보일 수 있다. 기존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신탁기금에 초점을 맞춘 기존연구를 통해 공여국의 영향력 확

장, 원조 위험공유 및 부담공유 등 방면에 대한 신탁기금의 역할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공여국을 단일 행위자로 보고 신

탁기금 원조에 있어서 공여국 외교적·정치적 목적의 측면에서 공여국의 

참여요인을 분석하였지만 공여국의 국내적 요인을 상대적으로 간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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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탁기금 원조에 있어서 기존연구들은 공여국과 국제기구 간에 명확

한 주인-대리인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였지만 공여국 국내, 특히 민주국

가 국내에 존재하는 주인-대리인 관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 민

주주의 국가의 경우, 재선의 이익을 가진 정책결정자는 정책을 결정할 

때, 정책에 대한 민중, 이익 단체의 입장 등 국내 요인을 고려할 것이

다.28)특히 대외원조 정책도 국제 무역 정책처럼 공여국 국내의 이익배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행위자들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

해 의원이나 행정부(executive)을 통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영향을 적극

적으로 행사하려고 한다.29) 이러한 점에서 공여국 정책결정자는 원조 정

책을 결정할 때 어떤 국내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른 원조방식이 아닌 신

탁기금 원조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대부분 기존연구들은 신탁기금 by-pass aid의 특성에 주목하여 

취약국가, 전후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때 신탁기금의 역할을 강조하

였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발표한 trust fund annual report를 근거하여 취

약국가, 전후 국가를 대상으로 한 RETFs는 전체 RETFs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2019년 30%-50% 범위 안에 변동하고 있다.30) 남은 

RETFs의 원조 대상은 정부의 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국가이고 원

조 부서(sector)도 다자원조, 양자원조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31) 위험공유

를 출발점으로 본 신탁기금의 by-pass aid 특성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28) Mansfield, E., & Milner, H., 2012. Votes, Vetoe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p15 

29) Fleck, Robert K., Kilby, Christopher, 2001, Foreign Aid and Domestic 
Politics: Voting in Congress and the Allocation of USAID Contracts across 
Congressional Districts, Southern Economic Journal, Jan, 2001, Vol.67(3), 
p.598; Milner, Helen V. ; Tingley, Dustin H., 2010, The Political Economy of 
U.S. Foreign Aid: American Legislators and the Domestic Politics of Aid, 
Economics & Politics, July 2010, Vol.22(2), pp.200-232 ; Broz, J. Lawrence, 
2005, Congressional Politics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scu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July 2005, Vol.49(3), pp.479-496

30) World Bank, 2019, 2018-2019 Trust Fund Annual Report p51
   World Bank, 2012, 2012-2013 Trust Fund Annual Report p9
   World Bank, 2010, CFP Working Paper: the analysis of Recipient Executed 

Trust Fund p5
31) Eichenauer, Stephen. 2015, Bilateralizing multilateral aid? Aid allocation by 

World Bank trust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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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조의 대상, 부서가 겹

치는 경우, 공여국은 다자원조와 양자원조를 배제하여 신탁기금을 선택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또 공여국이 신탁기금을 선택하는 경향

이 언제 강하게 나타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고 보인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이상 두 가지 기존연구의 한

계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2. 국내 정치 측면에서 국제 협력 방식의 선택에 초점을 

맞춘 연구

신탁기금 원조 분석에 대한 상술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정치 

측면에서 국제 협력 방식의 선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정치 측면에서 국가의 국제 협력 행동을 해석하는 논리는 크

게 'tied hands'와 'two-level games'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Schelling, 

1960; Putnam, 1988; Milner, 1997, etc.). 이러한 두 가지 논리를 바탕으

로 영역 별로 국내 정치와 협력 방식의 선택 간에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나왔다. 

1) 국제 약속과 관련 계약서 형식의 선택에 대한 연구

국내 정치 요인들은 국가의 국제 협력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간의 협력과 관련 계약서를 체결하였

을 때, 어떤 형식의 계약서로 체결하는지'라는 문제가 먼저 주목을 받았

다. 이 문제를 국내적 측면으로 설명해주는 연구로는 립슨(Lipson, 1991)

과 마틴(Martin, 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립슨(1991)은 계약서를 체결

하는 부서가 국내에서의 지위(government level), 계약서의 형식(form 

level)[계약서는 구두(口頭)적인지(oral), 암묵적인지(tacit), 공동성명(joint 

communique)인지] 두 가지 차원에서 계약서의 비공식성(informality)을 

규명한 다음에, 공식적 계약서인 조약(treaty)과 다른 비공식적 계약서

(informal agreement)의 차이 및 각자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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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립슨은 1)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을 피하려고 할 때; 2) 국내 의회

의 승인을 피하려고 할 때; 3) 상황 변화에 따라 계약서를 재협상 혹은 

수정할 가능성이 있을 때; 4) 계약서를 빨리 체결할 의도가 강할 때, 국

가는 조약을 배제하여 비공식적 계약서를 체결할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

하였다. 립슨 이후,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을 비롯한 비공식적 

계약서의 선택에 대한 연구들도 있었다(Moe, Howell, 1999; Mayer, 1999; 

Martin, 2000; et. al). 그들은 정치지도자는 행정협정을 통해 의회의 제한

을 회피(evasion)할 수 있다는 행정협정의 특성을 회피메커니즘(evasion 

mechanism)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를 지도자가 비공식적 계약서를 선택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마틴(Martin, 2005)은 행정협정으로 약속

한 활동의 예산 등 사항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는 행정

협정에 대한 여전히 일부분 제한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여 '회피가설

(evasion hypothesis)'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조약을 연구대상으로 

'대통령은 왜 행정협정을 배치하여 '조약'을 체결하는가?'라는 연구문제

를 제시하였다. 결국 그는 조약의 통과는 큰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

히고 신호모델(signaling model)로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을 '정책을 바꾸

지 않겠다'라는 시그널로 이용하여 자신 행동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주장

하여 비용이 높은 조약 체결의 '시그널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2) 무역 영역에서 다자적 제도의 선택에 대한 연구 

이상, 국제 협력과 관련 계약서의 선택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후 

국제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는지에 관련 된 연구가 나타났다. 국

제협력은 국내의 승자(winners)와 패자(losers)를 형성한다는 전제 하,32) 

국제협력정책에 대한 반대단체와 찬성단체가 동시에 존재하여 국내에서 

반대, 찬성단체의 상호작용이 국제협력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또한 국제 협력 방식의 선

택지인 다자적 제도가 복잡하고 영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 

32) Milner, Helen V. ; Tingley, Dustin H., 2010, The Political Economy of U.S. 
Foreign Aid: American Legislators and the Domestic Politics of Aid, 
Economics & Politics, July 2010, Vol.22(2), pp.2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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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협력 방식의 선택에 주목한 연구들은 대부분 영역별로 진행되었

다.   

무역 영역에서의 연구는 마기와 로드리게즈(Maggi, Rodriguez, 1998), 

맨스필드와 밀너(Mansfield, Milner, 2012), 데이비스(Davis, 2005, 201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무역 개방은 두 개 국가 간에 진행하더라도 국가들

은 왜 국제기구를 통해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경제

학자들은 최초 무역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시간적 불일치 

문제(time-inconsistency problem)를 제시하여 국제무역협정의 체결은 정

부 무역개방 약속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기와 로드

리게즈(1998)는 기존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영역의 시간적 불일치문제를 

잘 설명하였는데 정부는 국내 이익집단의 로비를 피하고 시간적 불일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였

다는 단점을 지적하였고 스스로 보완하였다. 

맨스필드와 밀너(2012)는 더 넓은 범위로 국내 측면에서 국가의 정치

제도(regime type) 및 거부권자(veto players)가 국가무역 제도의 선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치제도의 경우, 민주국가 지도자는 재선을 

위하여 이익집단의 무역보호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무역

보호를 실시하면 경제가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민중들의 신뢰를 잃어 재

선의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다. 맨스필드와 밀너는 PTA(Preferential trade 

agreements)의 협상과 체결은 공개적이기 때문에 공여국은 PTA를 통해 

무역개방 정책의 '청중비용(audience costs)'을 증가함으로써 한편, 민중

들에게 신뢰성이 있는 무역 개방의 시그널을 보낼 수 있고 다른 한편, 

무역 개방을 반대하는 이익집단의 로비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거부권자의 측면에서 보면, 거부권자가 많으면 의회에서 무역 협정의 승

인을 받기 위한 잠재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거부권자의 비중이 클수록 

이득과 비용을 계산하는 이성행위자인 지도자가 PTA 체결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데이비스(2012)는 '무역 분쟁 당사국은 왜 국제법원을 통해 무역 분쟁

을 해결하는지'를 연구 질문으로 '행정부의 자치권에 대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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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s on executive autonomy)'을 핵심 설명변수로 무역 분쟁의 해

결방식과 관련 국제제도를 선택하는 국가의 행위를 설명하였다. 그는 '

민주주의 국가 정부가 무역 개방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PTA를 

체결할 경향이 있다'라는 맨스필드와 밀너의 주장을 기초로 국제 판결

(international adjudication)의 선택도 약속 신뢰성 문제와 관련성 있다고 

증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인-대리인 관계를 가진 의회와 행정부 간에 

무역 정책에 대한 이익 차이가 있어서 행정부의 자치권에 대한 의회의 

제약이 강할 때 양자 간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부는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담은 국제 판결로 무역개방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약속을 할 것이다. 

3) 대외원조 영역에서 다자적 제도의 선택에 대한 연구 

대외원조 영역에 국내 정치 측면에서 국제 협력 방식의 선택과 관련 

연구도 있고 이와 관련 논의는 '공여국들은 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

조를 진행한가'라는 문제부터 시작하였다. 공여국은 양자원조를 통해 수

원국에게 특정한 행동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수혜국의 어떤 행

동 혹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자원조를 통해 양자원조 만큼 

효과를 얻기 어렵다.33) 그러므로 공여국은 왜 다자원조를 진행하는가? 

이 문제에 관한 연구로는 로드릭(Rodrik, 199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로

드릭은 국제기구의 제도적 특성을 출발점으로 공여국은 국제기구를 선택

한 이유를 2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기구는 수혜국과 관련 정보를 

더욱 세밀하게 수집하여 공여국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양자적 원

조를 비해, 국제기구와 수혜국 간에 상호작용이 덜 정치적이기 때문이

다. 로드릭(Rodrik, 1996)의 주장을 기반하여 밀너(Milner, 2006, 2010)는 

대외원조를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구분하여 국내 민중의 입장과 원조 

방식의 선택 간에 상관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시

33) Milner, H. 2006 "why multilateralism? foreign aid and domestic 
principal-agent problems", pp107, in "Delegation and agency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edited by Darren G. Hawkins ... [et al.]. Cambridge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0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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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별로 정치적인 원조에 대한 공공여론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고 주인-

대리인 모델(Principal - Agent Model, PA Model)을 공여국 정부 - 국내 

민중에 적용하였다. 결국 민중들이 다자원조를 덜 정치적이라고 보고 정

부보다 덜 정치적인 원조를 선호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로부터, 민중들이 

정치적인 원조를 반대할 때 정부가 양자적 원조 방식보다 국제기구를 통

한 원조 방법을 많이 선택할 것이고 정부는 다자원조를 이용하여 민중들

에게 '원조는 덜 정치적이다'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것을 밝혔다. 

4) 신탁기금 원조 방식의 선택: 유추의 가능성 

이상, 계약서의 형식, 무역 정책과 관련 국제 협력 방식의 선택에 대

한 기존연구들의 주장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높은 비용을 담는 협력

방식을 1)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국내·국제 청중들에게 신뢰성이 있

는 약속; 2) 약속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제도적 도구(institutional 

device)로 보고 다자적 제도의 선택은 정책의 시간적 불일치 문제를 완

화하데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대외원조 

영역에서 다자적 제도에 속하는 다자원조의 선택은 무역 영역에 다자적 

제도의 선택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PTA와 같은 다자적 무역 협정의 

경우, 국가들은 국제기구를 통해 무역 개방 약속의 청중비용을 높이고 

이와 동시에 무역 정책의 수행에 관련된 결정권을 가진다. 그러나 '핵심

기여'인 다자원조의 경우, 제1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원조금을 국제기구에 

투입한 후에 공여국은 원조금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다자원조와 양자원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공여국은 사실 '원조 

약속의 신뢰성과 원조에 대한 통제권 간에 거래 문제(이하 '거래 문제')'

을 면한다. 이러한 거래 문제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일부분 공여국은 원

조금에 대한 통제권을 대외원조 정책 고려사항의 첫 순위로 보고 높은 

비용을 담은 협력방식의 '시그널 메커니즘'이 강하더라도 이러한 공여국

들에 있어서 다자원조는 매력적이지 못할 것이다.34) 이런 맥락에서 약속

34) Milner, H., & Tingley, V., 2013. The choice for multilateralism: Foreign aid 
and American foreign policy.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8(3), 
3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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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면에 다자원조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신탁기금은 '지정기여'이기 때문에 공여국은 국제기구에게 원

조금을 투입해도 원조금에 대한 공여국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한 앞서 규명하였듯이 신탁기금은 원조 약속의 청중비용을 증가시킴으로 

원조 약속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로써 신탁기금 원조는 원조금에 

대한 통제권, 원조 약속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문제를 완화하는 데 유용성을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정책 실시에 대한 통제권 및 약속 신뢰성의 증가는  

신탁기금 원조가 다자적 무역 협정과 더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공여국 정부는 원조 약속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경우, 신탁기금의 방

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로써 다자적 제도의 선택과 관련

된 기존연구들로부터 공여국 약속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신탁기금의 역할

을 유추할 수 있고 기존 제도의 선택과 관련한 논리로부터 변수의 설정

과 논리의 선정에 대한 이론적 틀을 확립할 수 있으며, 이를 공여국 신

탁기금의 선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우선 신탁기금 원조에 대하여 서술적/분석적으로 접근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신탁기금에 초점을 맞

춘 연구는 크게 신탁기금의 증가와 관련한 연구, 신탁기금의 영향에 초

점을 맞춘 연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신탁기금의 증가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신탁기금 원조 활동과 관련된 공여국, 국제기구 두 

가지 행위자의 입장으로 '신탁기금은 1960s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1990년

대부터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였다. 공

여국 입장에서 '공여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신탁기금의 방

식으로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공

여국은 위험 공유, 부담 공유의 목적으로 신탁기금의 형식으로 원조를 

선택한다'라는 주장은 일부분 기존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또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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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1997년 세계은행 내부의 개혁으로 인해 세계은행의 부서인 

CMU와 SMU에게 신탁기금의 설립을 추진하는 동기가 제공하였다고 주

장하는 연구가 있다.

  이상, 신탁기금 증가의 요인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공여국

을 단일 행위자로 보고 신탁기금 원조에 있어서 공여국의 외교적·정치

적 목적의 측면에서 공여국의 참여 요인을 분석하였지만 공여국의 국내

적 요인을 상대적으로 간과하였다'라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 정치의 측면

에서 국제협력 방식의 선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결국 정

책 실시에 대한 통제권, 시그널 메커니즘 방면의 신탁기금 원조와 다자

적 무역 협정과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다자적 제도의 선택과 

관련된 기존연구들로부터 공여국 약속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대한 신탁기

금의 역할을 유추하였고, 기존 제도의 선택과 관련된 논의로부터 변수의 

설정 및 논리의 선정에 대한 이론적 틀을 확립하며 공여국 대외원조 방

식의 선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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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다자적 양자원조로서의 신탁기금 원조의 특성에 주

목함으로써 신탁기금과 양자원조, 다자원조를 구분하여 공여국이 국내적 

차원에서 신탁기금을 선택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

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분석의 대상 및 시기를 확정하고, 신탁기금 원조

의 사용에 관한 핵심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가설을 세우고 그 이론적 근

거를 제시한다. 

1. 분석 대상 및 시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신탁기금 원조를 사용하는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회원인 29개 국가 행위자이

다.35) 분석 시기는 2001년 - 2017년이며 연구 범위는 세계은행 틀에서의 

신탁기금의 형식으로 원조에 참여하는 공여국의 국가행위다.  

분석 대상의 선정 이유는 신탁기금 원조에 한두 번만 참여한 국가36) 

때문에 생기는 선택편향(selection bias) 문제를 피하는 것이다. 모든 관측

치를 선택하면 현실세계의 제한 때문에 선택편향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이 있다.37) 그러므로 모든 관측치를 선택하기보다 일정한 범위 내의 종

속변수의 변화 값을 선정하면(Selecting a Range of Values of the 

Dependent Variable) 추론을 검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38) 이런 

35) 2001-2017년 중간에 OECD DAC에 가입하는 국가도 포함한다. EU는 OECD DAC회
원이지만 국가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6) 세계은행이 공개하는 신탁기금 원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FY1999-FY2017년 총 74개 
국가가 신탁기금 원조에 참여하였고 공여국 한 번에 세계은행에게 신탁기금 형식으로 
원조금을 투입하는 행위를 공여국 한 번에 신탁기금 원조에 참여한다고 치면, 74개 공
여국 중에 신탁기금에 10회 이하 참여하는 국가는 총 28개국이다. 10회 이하로 참여 
국가 예시: 바레인(1회), 보츠와나(2회), 오만（2회) 등등.

37) King, Keohane, Verba, Keohane, Robert O., & Verba, Sidney.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p135

38) King, Keohane, Verba, Keohane, Robert O., & Verba, Sidney. 1994. ibid.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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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에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

여 본 연구는 대외원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은 OECD DAC회원

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39) DAC회원국이 대외원조를 진행할 때 신

탁기금을 선택하는 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신탁기금을 선택한 이유는 아래와 같

다. 첫째, 세계은행은 유엔 이외 신탁기금 소유수량이 많은 국제기구이

고 세계은행 틀에서 창립된 신탁기금은 세계 총 신탁기금에서 상대적으

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40) 또, 유엔에 의해 관리되는 신탁기금은 

긴급원조(emergency assistance)에 초점을 맞춘 원조를 강조한다.41) 이와 

반대로 세계은행은 신탁기금 원조와 글로벌 발전 이슈를 연결시켜 기후

변화, 폭력 및 충돌, 인간발전, 거버넌스 및 제도적 발전, 기술 혁신, 경

제 발전 등 상대적으로 전면적인 분야와 관련이 있다.42) 그러므로 공여

국은 외부적 긴급 상황 때문에 특정한 지역, 분야에 대한 집중적·대량

적 원조를 투입하는 행위로 인한 오류를 최대한 피하기 위하여 세계은행

에 의해 관리되는 신탁기금을 선정하였다.43) 셋째. 세계은행은 World 

Bank Finance를 통해 1999년 - 2017년 세계은행에 속하는 신탁기금의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44) 이는 본 연구의 기반인 자료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세계은행에 의해 관리되는 신탁기금 중에서 FIFs라는 중류의 

신탁기금은 우리의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유는 아래와 같다. 세

39) EU는 OECD DAC회원이지만 국가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또 2001-2017년 중간에 OECD DAC에 가입하는 국가인 경우(예: 2010-
한국, 2013-폴란드), 이런 국가들이 DAC회원이 정식적으로 되기 전에 원조에 대한 이
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들이  2001-2017년 신탁기금을 
사용하는 상황을 모두 분석범위 내에 포함된다. 

40) OECD, 2015. Multilateral Aid 2015 : Better Partnerships for a Post-2015 
World, p25.  

41) Vera Z. Eichenauer, Bernhard Reinsberg, & Katharina Michaelowa. , 2015. 
The rise of multi-bi aid and the proliferation of trust funds. Edward Elgar 
Publishing. p542

42) IEG, 2011, op.cit. p67
43) King, Keohane, Verba, Keohane, Robert O., & Verba, Sidney. 1994. op.cit. 

pp182 - pp184
44) https://finances.worldbank.org/ (최종검색일: 2019년11월16일)



- 30 -

계은행은 FIFs에게 자금을 모으는 자금 중개 관리(fiduciary arrangement) 

및 자금전이(pass-through) 서비스만 제공한다. 즉, FIFs의 경우, 세계은

행은 세계은행의 관리 절차와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고 FIFs 형식으로 

받은 자금을 제3자에 전이하여 이와 동시에 자금에 대한 중개책임

(fiduciary responsibility)도 제3자로 전이되는 것이다.45) 즉, 세계은행은 

FIFs 자금의 사용, 원조 프로젝트의 이행에 대해 감독할 책임이 없고 원

조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하도록 보장해줄 동기도 없다. 그러므로 제1

장에서 규명한 신탁기금 원조의 다자적 특성을 기준으로 보면, FIFs는 

다른 종류의 신탁기금보다 다자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FIFs를 통해 

공여국은 원조 약속의 신뢰성을 높여 원조 정책의 시간적 불일치 문제를 

완화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힘들 것이다. 

2001년 – 2017년을 분석 시기로 선정한 이유는 신탁기금의 발전이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신탁기금의 여러 가지 종

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인 '특정한 국가(country – specific), 특
정한 분야(sector – specific)에 초점을 맞춘 신탁기금' 은 역시 1990년대

에야 등장하였고 그 후 신탁기금의 관리 구조가 정착하게 되었기 때문이

다.46) 또 상술하였듯이 세계은행은 1999년 - 2017년 신탁기금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하였지만, 데이터에서 2000년 이전 공여국의 원조 활동은 

2000년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 접근의 제한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시기는 2001년-2017년으로 설정하였다. 

2. 가설 설정 

대외원조를 진행할 때, 공여국은 언제, 왜 신탁기금 원조 방식을 선택

하는가? 본 연구는 공여국 원조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공여국 국

내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다. 2장에서 제시한 '공여국을 단일 행위자로 

보고 신탁기금 원조에 있어서 공여국 외교적·정치적 목적이라는 측면에

45) World Bank Group, 2009, op. cit. p5
46) World Bank, 2005, Trust Fund Annual Report 2004, p1



- 31 -

서 공여국의 참여 요인을 분석하였지만 공여국의 국내적 요인을 상대적

으로 간과하였다'라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공

여국을 '선호가 다른 합리적인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된 집단'으로 간주

하고47) 국내 행위자의 선호는 공여국 대외원조 방식의 선택에 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아, 대외원조 정책은 공여국의 국내적 이익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여국 내부 승자와 패자를 형성한다.48) 분

배정치(Distributional Politics)의 관점에 따르면, 국제 협력 정책의 공여국 

국내 이익 배분에 대한 영향은 이익집단에게 정책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반영하는 동기(incentive)를 제공한다.49) 그러므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

정은 공여국 국내 이익집단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여국 정부의 대외

원조 정책에 자신의 선호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이

익집단의 행동은 공여국 원조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다.

공여국 원조 방식의 선택에 대한 이익집단의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신호이론의 주장을 채택하여 신탁기금을 선택하는 공여국의 

행동을 '신뢰성이 있는 시그널'로 본다. 즉, 공여국 정책결정자는 신탁기

금을 이용하여 원조 정책의 청중비용을 높임으로써 '원조 약속을 위반하

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이로써 약속 수행의 사후(ex 

post) 비용을 올리게 되고 원조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다른 국

내 행위자들이 정책을 바꾸기 위한 로비를 쉽게 하지 못할 것이고 원조 

47) Milner, H. 1997. Interests, Institutions, and Information :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48) Fleck, Robert K., Kilby, Christopher, 2001, Foreign Aid and Domestic 
Politics: Voting in Congress and the Allocation of USAID Contracts across 
Congressional Districts, Southern Economic Journal, Jan, 2001, Vol.67(3), 
p.598; Milner, Helen V. ; Tingley, Dustin H., 2010, The Political Economy of 
U.S. Foreign Aid: American Legislators and the Domestic Politics of Aid, 
Economics & Politics, July 2010, Vol.22(2), pp.200-232 ; Broz, J. Lawrence, 
2005, Congressional Politics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scu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July 2005, Vol.49(3), pp.479-496

49) Milner, H. 1997. Interests, Institutions, and Information :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61



- 32 -

약속의 수행을 보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여국 국내 정치 상

황과 원조 약속 수행 사이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원조 방식의 선택에 대

한 공여국의 정치적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배분정치의 주장에 따르면, 원조 정책은 공여국 국내 이익 배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은 공여국 국내 이익집단에게 원조 

정책에 영향을 주는 동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익 집단은 정부의 정책

에 직접적인 방식이 아닌 거부권자(veto players)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이다.50) 이익집단은 주로 정당의 측면에서 원조 정책에 대한 자

신의 선호를 반영한다.51) 정당의 당원들은 행정부(executive), 의회에서 

직위를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부, 의회 두 가지 측면에 원조 정책에 대한 

거부권자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부 장관들은 재선을 위해 이익집단의 지원을 도모한다. 이익집단

은 바로 행정부에 속하는 장관들의 지원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도록 한다. 그러므로 의회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행정부는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하는 장관들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 각 행정

부 장관들이 대표하는 이익집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조정책 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기 힘들 것이다. 원조 방식의 선택을 예시로 논의하면, 

원조금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양자원조를 선호하는 장관이 있

을 것이고 '부담공유' 입장에서 적은 원조 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으려고 

다자원조를 지지하는 장관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 정책 결정자는 정책결정 과정에 행정부 장관들의 로비와를 비롯한 

정치적 압력을 많이 받고 각 장관들의 의견을 조화하기가 힘들 것이다. 

다른 한편 정책 결정 후 정책을 수정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로비할 장

관들이 많기 때문에 원조 정책의 수행을 보장하기 힘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신탁기금이라는 원조 방식은 정책 결정자에게 장관들의 의

견 충돌을 완화하면서 정책의 수행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주장

한다. 첫째, 신탁기금 원조는 '지정기여'이고 다자적 특성도 갖기 때문에 

원조 방식에 대한 행정부 장관들의 의견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둘

50) Mansfield, E., & Milner, H. 2012, op.cit. p40
51) Mansfield, E., & Milner, H. 2012, op.cit.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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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앞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신탁기금 형식으로 한 원조 약속은 청중비용

이 높고 정책 위반의 사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신탁기금 

원조 약속 이후 약속을 위반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조 정책을 

쉽게 변하거나 중단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공여국 정책결정자는 바로 신

탁기금의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신탁기금 원조를 약속함으로써 원조 정

책에 대한 이의(異議)를 가진 행정부 장관들에게 '정책을 변하지 않겠다'

라는 신뢰성이 있는 시그널을 보낸다. 이로써 원조 정책 수행 과정에 행

정부 장관들은 정책을 중단하거나 수정한다고 쉽게 제안하지 못할 것이

고 원조 정책의 시간적 불일치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다.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국가일 경우, 행정부는 보통 선거에서 가장 많

은 투표수를 얻은 한 정당에 속하는 당원들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52) 

원조 정책에 대한 행정부 내부 장관들의 의견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경우 공여국 이익집단은 의원을 통해 원조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국제 협력 정책에 있어서 의회 의원들은 행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의원들은 재선을 위하여 이익집단의 지지를 도모하기 때

문에 정책에 대한 의원의 입장은 자신을 지원해주는 이익집단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선거구 민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회 의원

은 선거구의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 정책

결정자에 있어서 작은 선거구의 이익을 고려하는 의원보다 전국 지역에

서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 지역의 이익배분, 경제 발

전 등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 관계 

등 국제적 요인도 공여국 정책결정자에게 정책결정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53) 그러므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할 때, 행정부 정책결정

자와 의회 의원들이 각자 고려하는 사항이 서로 다르고 각자를 지원해주

는 이익집단도 다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행정부 정책 결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는 의회가 행정부에게 얼마만큼 자치권(autonomy)을 위임하는지와 관

52) McGillivray, F. 2004. ibid, p40
53) Davis, C. 2012. Why Adjudicate? : Enforcing Trade Rules in the WTO.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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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원조 정책에 있어 의회 의원들은 조약승인(treaty 

ratification)과 예산 배분(budget allocation) 두 가지 방면에 행정부의 자

치권에 제약을 줄 수 있고 이 제약의 강약은 의회에 거부권자와 수와 관

련이 있다. 

대통령제를 실행한 국가일 경우, 거부권자의 수가 많으면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심한 견제(checks)에 직면할 것이고 심지어 의회와 행정부가 

지배하는 정당이 서로 다른 분단정부(divided government)가 형성될 가능

성도 있다. 원조 정책에 있어서 행정부는 원조 정책을 약속하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경우,54) 의회에서 거부권자가 많아지면 정책의 승인을 위

한 잠재적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확률이 낮게 될 것이다. 

원조 약속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가 없을 때, 의회는 한편 원조 활동의 

예산에 대한 통제권이 있고 또 정책을 뒤집을 권력을 가진다. 즉, 원조 

정책의 수행 과정에 의회로 인해 수행이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는 신탁기금 원조를 선호한다

고 주장한다. 첫째, 의회 의원과 정책 결정자 사이에 정보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문제가 있고 의제 설정(agenda setting)에 있어

서 행정부 정책결정자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표면적으로 볼 때, 공

여국은 신탁기금 원조를 통해서 원조금을 국제기구에게 준다. 그러나 실

제 원조금의 용도는 공여국 정책결정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신탁기금 원조금의 용도에 있어서 행정부는 의회 의원보다 더욱 자세

한 정보를 가진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거부권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원

조금의 사용에 대하여 의회와 정책결정자 간에 합의가 이루기 어려울 때 

신탁기금 형식으로 한 원조를 통해 의회에게 상대적으로 모호한 정보를 

제공하면 양자 간에 의견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가 쉽게 될 것이다.55) 게다가 공여국 정부는 특정 이슈에 초점을 맞춘 

54) 신탁기금 원조 약속 금액이 큰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mples of these 
votes were a 100th Congress vote that dealt with aid to the World Bank’s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Milner, Helen V. ; Tingley, Dustin H., 2010, 
op.cit. p211

55) Lipson, C.. 1991. Why are some international agreements informal? Intern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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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기금을 이용하여 원조에 대한 민중들의 지지를 받아 원조 예산의 통

과 혹은 추가적 예산을 받을 경향이 있다.56) 그러므로 신탁기금을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면 정책결정자는 민중들의 입장

을 고려하면서 원조 정책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의회의원들로부터 승

인을 받기가 쉽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원조금 용도의 결정에 있어서 

행정부 정책결정자는 우위적 결정권을 가진다. 신탁기금의 이러한 장점

은 의회에서 많은 거부권자를 면하여 정책 결정의 견제를 많이 받은 행

정부 정책결정자에게 자신의 선호를 반영하는 통로를 제공한다. 이런 맥

락에서 원조 정책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경우 의회에서 거부권자의 수

가 많다면 공여국 정책결정자는 신탁기금 원조를 선호할 것이다. 

또 의회의 승인이 필요가 없을 경우, 의회는 원조 활동의 예산에 대

한 통제권이 있고 또 정책을 뒤집을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원조 정책의 

수행 과정에 의회 거부권자로 인해 정책의 수행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의회에서 거부권자의 수가 많으면 의회와 행정부 간

에 불신이 증장할 것이고 이러한 불신은 정책 수행 과정에 의회 의원들

이 정책을 중단시키는 동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자는 

신탁기금을 선택하여 약속 수행의 사후비용을 높임으로써 의회에게 '원

조 약속을 위반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의회의 불신을 완화하

면서 의회 의원들로 하여금 정책을 쉽게 중단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상, 원조 방식의 선택에 대한 이익 집단의 영향과 관련하여 공여국 

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 과정에 행정부 내부, 의회 의원들로부터 제한을 

많이 받고 정책 수행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신탁기금을 선호할 것이라

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

다.  

가설1: 공여국 정책결정자의 자치권(autonomy)에 대한 국내적 제한이 

강할수록, 정책결정자는 신탁기금 형식으로 원조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

다. 

onal Organization, 45(4), pp495-538. 
56) IEG, 2011, op.cit.。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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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무역에 있어서 재선 이익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 정부는 국내경

제를 발전하고자 개방 무역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도 기존에 개방 무역 정책을 조금 수정하거나 유지할 것이다. 하

지만 대외원조 정책의 실시 여부는 정당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좌파정당은 상대적으로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원조의 지리적 배분에 있어서 넓은 범위의 원조를 선호한다.57) 그

러므로 정권교체에 따라 신임정부가 대외원조 정책에 대해 전임정부와 

이데올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전임정부의 원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원조 약속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신임정부는 신뢰성이 있는 원조 약속, 즉, 

청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탁기금 원조 프로젝트를 쉽게 변경하거나 

중단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왜냐, 약속의 청중비용이 높을수록 약속

은 self - enforcement라는 메커니즘을 갖게 될 것이다.58) 즉, 국가의 명

성(reputation)과 연결된 약속의 청중비용이 매우 높을 때, 약속 위반의 

비용이 약속 이행의 이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약속의 수행자들은 

누구도 약속을 위반하지 않으려 하고 약속을 그대로 수행할 것이다. 신

탁기금 원조의 청중비용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self - enforcement 

메커니즘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원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는 좌파정당에 있

어 계속 집권이 어려울 경우, 신임정부가 자신의 원조 정책을 중단할 우

려가 있기 때문에 높은 청중비용을 담은 신탁기금을 선택하여 원조 정책

의 수행을 보장해줄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57) 좌파정당이 대외원조 정책을 상대적으로 선호한다는 주장과 관련 연구 아래와 같이 참
고할 것. Therien, J., & Noel, A. 2000. Political parties and foreign ai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51-162. Sohn, Hyuk‐Sang, Yoo, Nari, 
2015, Motivation for Aid Allocation and Political Ideology: A Case Study of 
South Korea, Pacific Focus, December 2015, Vol.30(3), pp.344-371

58) Lipson, C.. 1991. Why are some international agreements inform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45(4), p495-538. 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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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좌파정당 집권 후기, 정당의 지지율이 낮을수록 공여국 정부는 

신탁기금 형식으로 원조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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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증분석 

본 장은 신탁기금으로 원조를 진행하는 공여국의 행위와 관련된 구체

적인 변수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수들 사이의 통계적 유의도

를 검정하는 목표로 삼는다. 즉, 3장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독립변수들을 

설정하고, '공여국의 신탁기금 원조 선택'이라는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살

펴봄으로서 제시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기법은 다중선형회귀분석이다.    

1. 데이터 및 변수 설정 

1) 데이터 및 분석단위 

기존 공여국의 신탁기금 원조 상황을 기록하는 데이터 셋은 OECD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데이터59) 및 세계은행이 공개한 신탁기

금과 관련한 데이터60)가 있다. 본 연구는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공식 데

이터(Total Contributions to IBRD/IDA/IFC Trust Funds Database - 

Summary based on FY of Agreement; Paid In Contributions to 

IBRD/IDA/IFC Trust Funds based on FY of Receipt )61)를 기반으로 한다. 

이 중에서 '계약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신탁기금 원조 데이터(Total 

Contributions to IBRD/IDA/IFC Trust Funds Database - Summary based 

on FY of Agreement)'는 2012년 9월 12일 이전의 공여국 신탁기금 원조

약속과 관련된 데이터만 기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세계은행의 신탁

기금 원조금 접수 시간을 기존으로 한 데이터(Paid In Contributions to 

IBRD/IDA/IFC Trust Funds based on FY of Receipt) 및 세계은행이 공개

한 신탁기금 원조 계약서62)를 참고하면서 기존 데이터를 보완하였다. 또 

59) OECD, CRS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60) https://finances.worldbank.org/
61) World Bank Finances, https://finances.worldbank.org/ (최종검색일:2019년 10월 

9일)
62) World Bank Document & Reports.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

n/home (최종검색일: 2019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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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 제시한 분석 대상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OECD DAC 회원국 

총 29개 국가의 신탁기금 원조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연구의 기본 데

이터로 활용한다. 

제3장에서 전술하였듯이, 세계은행에서 공개한 '계약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신탁기금 원조 데이터'는 공여국들의 2000년 이전에 원조 결정을 

2000년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데이터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분석 시기가 2001년-2017년으로 변경하였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공여국 신탁기금 원조의 선택'이고 공여국 공

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약속총액에서 신탁기

금 원조 약속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원조비율')로 종속변수를 측정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공여국은 다자원조, 양자

원조를 배제하여 신탁기금 원조를 선택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ODA

에서 신탁기금의 비율변화는 다른 원조방식을 배제하여 신탁기금을 선택

하는 공여국 경향의 변화를 잘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에서는 원조 계약서를 체결하는 시

간(Fiscal Year of Agreement)과 세계은행이 원조금을 받은 시간(FY of 

Recipient) 두 가지 시간을 포함한다. 두 가지 시간에 따라 매년 공여국 

신탁기금 원조의 약속총액(commitment amount)과 실제 세계은행에게 지

불하는 원조금액(grant amount) 두 가지 원조의 양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약속총액을 연구의 종속변수 데이터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는 공여국 국내 집권정당의 집

권 시기, 정당의 지지율 등 요인들이 정부 원조 방식의 선택에 대한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은행에게 원조금의 지불 및 수원국에게 원조

금의 배분인 경우, 수원국, 국제기구 등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원조의 약속금액 및 약속 시간은 공여

국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 원조결정에 관련된 정

보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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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ODA의 약속총액은 OECD ODA 통계위

원회 공식 데이터(Detailed aid statistics: ODA commitments)를 사용하였

다.63) 하지만 공여국들은 2006년부터 신탁기금 원조와 관련된 정보를 

OECD에게 보고하기 시작하였다,64) 즉, 2001년 - 2005년 OECD ODA 약

속총액 데이터에는 신탁기금 원조의 약속총액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

므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2001-2005년 원조비율을 구한다.

 조비율
신탁기금약속총액  약속금액

신탁기금약속총액
 , 2001≤t≤2005  

    

  (식4.1)

또 추론통계에 있어서 표본의 분포가 정규분포일수록 추정(estimator)

이 더욱 무편적(unbiased)이고 표본의 추정 값이 모집단의 모수와 가까워

질 것이다.65) 본 연구는 더욱 무편적 추정(unbiased estimation)을 추구하

기에 원조비율을 1을 더해서 자연로그변환을 한다.66) 최종적으로 2001년 

- 2017년 29개 OECD DAC 회원국의 신탁기금 원조비율을 포함하는 종

속변수는 총 493개 관측치가 있다.67)

63) OECD, 2019, "Detailed aid statistics: ODA commitments",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database), https://doi.org/10.1787/data-00068-en (최종
검색일: 2019년 10월11일).

64) OECD, 2013, "What do we know about multilateral aid: the 54 billion dollar q
uestion", http://www.oecd.org/development/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
/13_03_18%20Policy%20Briefing%20on%20Multilateral%20Aid.pdf, p4, (최종검색
일: 2019년 10월12일)

65) Kmenta, Jan., 1971, Elements of Econometrics, p11,
66) 종속변수의 자연로그 변환과 관련 설명은 Kenneth Benoit, 2011, "Linear Regressio

n Models with Logarithmic Transformations" London: London School of Econ
omics. 참고할 것.

67) 2001-2017년 중간에 OECD DAC에 가입하는 국가도 포함한다.
   특정한 년도의 특정한 국가의 신탁기금 원조 데이터는 결측치의 경우, 본 연구는 '해당 

년도 특정한 국가가 세계은행 신탁기금 원조를 안 하다'는 의미에서 0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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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독립변수

(1)  공여국 정부의 연립정부 여부: coalitioni*t, 

제3장에서 제시하였듯이, 의회제 국가에서 이익집단은 행정부 관료들

을 통해 원조 정책에 영향일 미칠 수 있다. 정책결정자는 서로 다른 이

익 집단을 대표하는 관료들의 요구를 면할 때 신탁기금 원조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공여국 정부의 연립정부 여부(coalitioni*t,)'라

는 변수로 행정부 측면에서 의회제 공여국 원조 정책에 대한 이익집단의 

영향을 측정한다. 

자료는 세계은행의 정치제도 데이터베이스(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68)를 사용한다.

(2)  공여국 정부의 분단정부 여부: dividedi*t 

대통령제 국가일 경우, 행정부는 보통 한 정당에 속하는 당원들에 의

해 형성되기 때문에 원조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자는 행정부 장

관들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덜 받을 것인데, 의회와 행정부가 지배하는 

장당이 서로 다른 분단정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공여국 

중부의 분단정부 여부(dividedi*t)'라는 더미변수로 대통령제 국가 정책결

정에 대한 의회의 영향을 측정한다.

자료는 세계은행의 정치제도 데이터베이스(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69)를 사용한다.

(3) 의회에서 거부권자 의석수의 비율: oppo_peri*t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의회에서 거부권자의 수가 행정부의 자치권에 

68) World Bank,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 1975-2017, https://datacatalo
g.worldbank.org/dataset/wps2283-database-political-institutions, codebook, htt
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870551468766532480/pdf/multi-page.
pdf (최종검색일, 2019년10월12일)

69) World Bank,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 1975-2017, https://datacatalo
g.worldbank.org/dataset/wps2283-database-political-institutions, codebook, htt
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870551468766532480/pdf/multi-page.
pdf (최종검색일, 2019년10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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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한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즉, 야당에 속하는 의회 의원들이 

많으면, 정책 결정자 대외원조 정책의 승인 및 예산의 통과가 힘들 것이

고 정책 결정자와 의회 간에 의견 조합이 어려울 것이다. 의회제 국가의 

경우, 의회에서 거부권자의 수가 행정부 내부의 분열 정도, 즉 야당에 

속하는 행정부 장관들의 수가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

회에서 집권정당 이외 다른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의 비율(the 

proportion of opposition party control over the legislature, oppo_peri*t)70)

을 지표로 활용할 것이다. 자료는 세계은행의 정치제도 데이터베이스(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71)를 사용한다. 

(4) 공여국의 비례대표제 여부: pri*t

공여국 정책 결정자의 자치권에 대한 국내적 제한은 국가의 선거제도

와도 관련이 있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공여국은 다양한 정당에 속하

는 당원에 의해 행정부와 의회가 형성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국가

의 정책 결정은 다양한 정당의 타협과 합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

다.72) 그러므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일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 

결정할 때 더 많은 정당의 로비를 면할 것이고 정책 결정의 자치권이 더 

많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여국의 비례대표제 여

부(pri*t)'를 '공여국 정책결정자의 자치권에 대한 국내적 제한'을 측정하

는 지표로 설정한다. 관련 데이터는 세계은행의 정치제도 데이터베이스

(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73)를 활용한다.

70) 연합정부의 경우, 의회에서 의석수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정당을 집권정당으로 삼고 
독립변수를 측정한다. 

71) World Bank,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 1975-2017, https://datacatalo
g.worldbank.org/dataset/wps2283-database-political-institutions, codebook, htt
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870551468766532480/pdf/multi-page.
pdf (최종검색일, 2019년10월12일)

72) McGillivray, F. 2004. Privileging Industry : The Comparative Politics of Trade 
and Industrial Policy. p20

73) World Bank,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 1975-2017, https://datacatalo
g.worldbank.org/dataset/wps2283-database-political-institutions, codebook, htt
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870551468766532480/pdf/multi-page.
pdf (최종검색일, 2019년10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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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권 정당의 이념: left_dummyi*t

전술하였듯이, 대외원조 정책은 정당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 좌파정당은 상대적으로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관심이 갖고 특히 다

자적 틀에서의 원조를 더욱 선호하다.74)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은행 정

치제도 데이터베이스(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에서 집권정당

의 이념과 관련 변수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제도 데이터는 정당의 

이념을 '정보 없음(no information), 우파(right), 중앙(center), 좌파(left)' 4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0,1,2,3의 숫자를 매긴다. 본 연구에서는 3 값을 

가진 좌파정당의 경우 1로, 다른 경우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설정하였

다. 

(6) 집권 시기: budg_ti*t

본 연구는 정부가 예산을 결정하는 시간으로 정당의 집권 시기를 측

정한다. 대외원조는 정부의 지출과 관련된 활동이다. 그리고 정권의 교

체와 예산안 결정 간에 시차가 존재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

로 대부분의 집권정당은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회계연도의 예

산을 결정한다. 이로 인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정당 집권의 첫 해 새

로운 집권정당이 전임 정당의 예산안에 따라 국내 · 국제적 활동을 수

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정권교체와 예산결정 간에 시

차 문제를 고려하여 집권정당이 정부의 예산을 결정하는 년도를 기준으

로 정부 집권의 전/후기를 나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거 전에 집

권당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마지막 년도에 1을 매기로 다른 년도를 0을 

매긴다. 

(7) 정당의 지지율: partysupporti*t      

좌파정당의 지지율이 낮을 때, 미래 정권교체 때문에 원조 정책이 수

행되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집권정당의 지지율이 신탁기금 원

74) Milner, Helen V. 2006.,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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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선택하는 정부의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29개 OECD DAC회원

국 정당의 지지율을 년도 별로 정리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본 연구는 선

거의 결과가 선거 전 정당 지지율의 일부분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집권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의 비율로 정당의 지지율

(partysupporti*t)을 측정한다. 또 3장에서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는 원조정

책을 유지하는 데 좌파정당의 경향이 더 강하다는 가정 하에, 정당의 지

지율이 신탁기금 원조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의 측

정은 좌파정당 집권시기로만 한정된다(left_seati*t+1). 또한 t+1시점에 좌파

정당 의석수의 비율은 선거 전인 t 시점 정당의 지지율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독립변수에 시차를 둔다. 관련 자료로 세계은행 정치

제도 데이터 베이스(the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의 데이터를 사

용한다.  

4) 통제변수

(1) 공여국의 인구: populationi*t    

공여국의 규모가 신탁기금에 대한 공여국의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일 경우, 공여국은 부담공유를 목적

으로 신탁기금 원조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강할 것이고 다자원조보다 

MDTFs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질 것이다.75) 그러므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공여국일 경우, 특별이 신탁기금 원조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공여국의 인구(populationi*t)를 공여국의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로 

선정한다. 자료는 세계은행의 인구 데이터베이스76)를 사용한다. 

(2) 국가의 경제 실력: gdpi*t    

국가의 경제 실력은 ODA에서 신탁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영향을 미

75) Balázs Szent-Iványi, Small donors in world politics: The role of trust funds 
in the foreign aid polici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donors, p5  

76) World Bank population da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TO
TL  (최종검색일, 2020년01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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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가능성이 있다. 경제 실력이 강하는 국가는 신탁기금을 통해 양지원

조, 다자원조로 지원하지 못하는 국가, 이슈에게 원조를 제공하고77) 또 

신탁기금을 통해 기존 양자원조, 다자원조의 원조 프로그램에게 추가적 

지원을 줄 경향이 있다.78) 그러므로 경제 실력이 강한 국가는 신탁기금

이라는 원조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신탁기금을 활용할 경향이 강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관련 자료로 세계은행 GDP 데이터79)를 사용한다.

(3) 공여국의 경제 상황: r_gdp_growth

정책을 결정할 때, 공여국 정책 결정자는 민중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민중들은 정부가 과연 원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에 원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을 갖다. 또 공여국 국내의 경제상황이 나빠질 때 국내 민중들이 정부의 

능력에 대해 더욱 불신하게 될 것이다.80) 그러므로 공여국 국내의 경제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국내 민중들이 정부의 원조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의 경제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지표들 중에서, 실제 GDP 

성장률(the growth rate of real GDP)의 변화는 집권정당의 능력에 대한 

민중의 입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81) 또 국가의 경제상황이 선거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기존연구에서 민중들이 선거 당년의 국가의 경제상황(실

제 GDP 성장률)만 보고 투표한다고 증명하였고 실제 GDP 성장률과 정

부에 대한 민중의 태도 간에 시차가 없다고 주장한다.82) 따라서 본 연구

는 연간 실제 GDP 성장률 데이터(Real GDP Growth Data: Annual 

Percent Change)83)를 활용하여 공여국 국내의 경제상황을 측정하는 지표

77) IEG, 2011, op.cit. p5
78) IEG, 2011, op.cit. p6
79)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

GDP.MKTP.CD (최종검색일, 2020년01월02일)
80) Fair, R. 1996. Econometrics and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0(3), 89-102. p90
81) Fair, R., 1996. ibid.
82) Fair, R., 1996. ibid. p90
83) IMF, Real GDP Growth Data: Annual Percent Change. https://www.imf.org/ex

ternal/datamapper/NGDP_RPCH@WEO/OEMDC/ADVEC/WEOWORLD.(최종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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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독립변
수 

공여국 정부의 

연립정부 여부 

(coalitioni*t)

493 0.2312373 0.4220521 0 1

공여국 정부의 분

단정부 여부

 (dividedi*t) 

493 0.1318458 0.3386667 0 1

거부권자의 비율 

(oppo_peri*t)
476 0.5934204 0.1229758 0.3186528 0.8666667

정당의 이념

(left_dummyi*t)
419 0.3890215 0.488111 0 1

공여국의 비례대

표제 여부

(pri*t)

476 0.8571429 0.3502953 0 1

집권 시기

(budg_ti*t)
493 0.2636917 0.4410816 0 1

정당의 지지율

(partysupporti*t)
493 0.1449822 0.2110296 0 0.636225

통제변
수

공여국의 경제 실

력(gdp_mi*t)84)
493 26.91761 1.512909 23.09193 30.48202

공여국의 인구

 (populationi*t)85)   

493 16.39223 1.510032 12.56013 19.59979
경제상황(%)

(r_gdp_growthi*t)
493 2.024746 2.780967 -9.1 25

로 한다. 

위에서 언급한 변수들의 대략적인 통계 값은 다음과 같다. 

<표 4-1>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통계 값

5) 분석 모형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 종속변수의 데이터인 신탁기금 약속

2019년 10월17일)
84) 공여국의 규모를 측정하는 GDP 데이터는 상용로그(log10)로 처리했음. 
85) 공여국의 규모를 측정하는 인구 데이터는 상용로그(log10)로 처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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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ODA 약속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연속형 변수이고, 독립변수

가 총 7개 이다. 그러므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

하기 위해, 본 연구는 OLS(Ordinary Least Squares)를 활용한 다중선형회

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을 사용한다. 

OLS는 가장 널리 쓰이는 추정방법으로서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 시

키는 와 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또 다중선형회귀분석모형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로 하나의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상황에 적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를 동시에 다룸으로써 오차항

(error term)을 줄여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86) 또 앞서 언급되었듯이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9개 OECD DAC회원국의 신탁기금 약속금액 데이터를 종속변수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한다. 데이터의 관측치는 총 493개 이고 한 국가 개체의 

관측치는 17개이기 때문에 패널데이터분석을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외에 본 연구 종속변수의 지표는 ODA 약속금액에서 신탁기금 약속

금액의 비율로 선정하기 때문에 공여국 자체의 원조 능력을 기반으로 각 

공여국 신탁기금 원조 약속금액의 변화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국가들 간

의 차이 등 요소로 발생한 '누락된 변수로 인한 편의(ommitted variables 

bias)'를 상대적으로 통제하고 선행회귀분석 합동모델(pooled model)의 오

류를 최소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86) Bailey, M. 2016. Real Stats : Using Econometrics for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Policy,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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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모델 1
(Parliamentary 

Countries)

Model 2
(Presidential 

Countries)

Model 3
(All Countries)

Model 4
(European 

Countries)

Model 5
(Non-European 

Countries)

가설 1

연립정부 여부

(coalition)

0.00135***
(0.000428)

분단정부 여부

(divided)

0.000158
(0.000118)

비례대표제 여부

(pr)
-0.00109** 0.00127
(0.000514) (0.00219)

거부권자 의석수의 비율

(oppo_per)
0.00215 4.60e-05

(0.00148) (0.000791)

2. 실증분석 결과 

1）분석 결과 및 함의 

<표 4-2> 회귀분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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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정당의 이념

(left_office)

0.00136*** 0.00142*** 0.000691
(0.000421) (0.000496) (0.000716)

집권시기 

(budg_t)

0.000790*** 0.00101*** -4.45e-05
(0.000303) (0.000361) (0.000488)

정당의 지지율

(partysupport)

-0.00170* -0.00239** 0.000271
(0.000950) (0.00116) (0.00143)

통제변수

공여국의 경제상황

( r_gdp_rate)

-1.26e-06 5.70e-06 -1.91e-06 2.10e-06 -9.88e-06
(5.02e-05) (1.77e-05) (4.78e-05) (5.30e-05) (0.000136)

공여국의 경제실력

(gdp)

0.00112*** 7.60e-05 0.00110*** 0.00114*** 0.00187**
(0.000318) (0.000181) (0.000266) (0.000305) (0.000764)

공여국의 인구

(population)

-0.00104*** 0.000516 -0.000990*** -0.000879*** -0.00221***
(0.000328) (0.00113) (0.000266) (0.000296) (0.000810)

상수 -0.0127*** -0.0124 -0.0127*** -0.0155*** -0.0128
(0.00435) (0.0209) (0.00345) (0.00422) (0.00826)

관측수 434 34 458 362 96
R-squared 0.073 0.358 0.069 0.080 0.152

※ 註 :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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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는 총 5가지 모델을 포함하였다. 국가의 정치적 체제에 따라 

공여국 정책 결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제 국가

(모델1)와 대통령제 국가(모델2)를 두 가지 모델로 나누고 가설1과 관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증해보았다. 그 다음에 모든 

국가를 모델3에 포함시켜 가설2과 관련 변수가 공여국 원조 방식의 선택

에 대한 영향을 밝혔다. 더 나아가 모델3을 바탕으로 가설2의 적용 범

위, 즉 집권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요인이 원조 방식의 선택에 대한 영향

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본 연구는 신탁기금을 상대적으로 활

용하는 유럽국가87)(모델4), 유럽국가(모델5) 두 개 그룹으로 나누고 가설

2를 검정하였다. 

가설1과 관련 하여 모델1에서 '공여국 정부의 연립정부 여부' 변수는 

예상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공여국

은 연립정부일 경우, 신탁기금 원조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드러났다. 또 '

거부권자 의석수의 비율'변수는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못하

지만 계수가 양수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의회에서 거부권자의 

수가 많으면, 혹은 야당(들)에 속하는 당원들이 행정부 내부 자리를 많이 

차지하면 공여국은 신탁기금 형식으로 원조를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모델2에서 기존 DAC 회원국 중에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

가의 수가 적고 모델2의 관측수가 34개만 있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분단정부 여부', '비례 대표제 여부', '거부

권자 의석수의 비율' 3가지 변수가 모두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독립변수의 계수가 모두 양수로 나오는 결과를 통해,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공여국에서 공여국 정책결정자는 이익집단의 영향

을 많이 받을 때 신탁기금 원조를 선호한다는 추세를 알 수 있다. 

가설2와 관련하여 우선 모델3에서 '정당의 이념' 변수는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좌파정당은 다자

적 틀에 속하는 원조 방식을 더욱 선호하다'라는 밀너(2006)88)의 주장과 

87) IEG, 2011, op.cit
88) Milner, H. 2006 "why multilateralism? foreign aid and domestic principal-age

nt problems", in "Delegation and agency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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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여 좌파정당은 신탁기금 원조를 더욱 선호한다고 확인할 수 있다. 

또 <표 4-2>를 통해 '정당의 집권 시기' 변수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여 이

를 통해 '집권정당의 집권 시기'라는 변수는 공여국 정부 원조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집권 후기에 공여국 정부는 신탁기금 형식

으로 원조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표 4-2>에서 

보여주듯이, '집권 정당의 지지율' 변수는 공여국 신탁기금의 선택에 대

한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

면(ceteris paribus), 집권정당의 지지율이 낮을수록, ODA에서 신탁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좌파정당 집권 후기, 정당의 지지율이 낮을수록 공여국 정

부는 신탁기금 형식으로 원조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는 타당성을 다

소 보일 수 있다.

유럽 국가만 포함시키는 모델4를 보면, 가설2와 관련한 핵심 독립변

수는 모두 모델3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집권정당의 지지율' 변수는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더욱 강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비유럽 국가만 포함

하는 모델5의 결과를 보면, 가설2와 관련한 3 개 핵심독립변수는 모두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못한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

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 신탁기금을 활용하

는 유럽국가보다 비유럽국가들은 신탁기금의 역할, 영향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신탁기금을 활용

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모델5에 포함시키는 데이터의 관측수가 상대

적으로 적기 때문에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모델3,4,5를 

결합해보면, 두 번째 가설과 관련 독립변수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그룹, 즉 모델4에서 모두 예상한 바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가설의 타당성 및 적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를 보면, 원조 정책을 결정할 때 당시 공여국의 

경제상황을 측정해주는 지표인 '공여국의 경제상황(r_gdp_rate)'은 모든 

모델에서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못한다. '공여국

의 경제 실력(gdp)'과 '공여국의 인구(population)'는 모델1,3,4,5에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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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공여국의 경제 실력'은 예상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와 양의 상과관계가 나타나며 '공여국의 인구'변수도 예상과 일

치하여 종속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로써 경제실력이 강하는 

공여국은 신탁기금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신탁기금의 활용을 통

해 다양한 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 또 국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공여국은 신탁기금으로 원조할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원조 협력에 있어 신탁기금을 통해 더 큰 발언권을 가지도록 노력할 가

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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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사례연구 

1. 가설에 부합되는 사례

본 연구는 3장에서 공여국 신탁기금 원조의 선택과 정당의 이념, 정

당의 집권 시기, 정당의 지지율, 공여국 국내의 경제상황 등 7가지 요인

을 핵심적인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4장에서 정량적 분석을 통해 핵심 독

립변수들을 비롯한 여러 수준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과 그 

통계적 유의도를 검정하였다. 

이어서 본 장에서는 이론 검정(theory testing)을 목표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표 5-1>는 가설2에 부합되는 사례, 즉, 정책 결정자 마지막 

집권 년도에 ODA에서 신탁기금 원조의 비율이 증가되는 사례를 나열한

다. 해당 국가 정책결정자 임기 내 신탁기금 원조의 비율 변화는 본 논

문의 부록에 첨부하였다. 

또 사례에 부합되는 모든 국가의 정당 지지율 데이터를 구하기 힘들

기 때문에, 본 논문은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4 개 국가 국내 

정당의 지지율 데이터를 정리하고 ODA에서 신탁기금 약속의 비율 및 

정당의 지지율 변화를 <그림 5-1>, <그림 5-2>, <그림 5-3>, <그림 5-4>

를 통해 보여준다. 4개 그림에서 ODA 약속총액에서 신탁기금 약속총액

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는 막대로 표현하고 각 집권 시기에 집권정당이 

예산을 결정하는 마지막 년도를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원조 비율에 해당

하는 X축은 좌측에 있다.89) 빨간 색 줄과 파란 색 줄은 해당 공여국 국

내 정당의 지지율 변화를 표시하는 것이다. 정당이 집권하였을 때는 실

선으로 표시하고 반대로 집권 못했을 때는 점선으로 표시한다. 정당의 

지지율 변화에 해당하는 X축은 우측에 X축이다. 

<그림 5-1>를 설명하면, 2005년 총선에서 영국 노동당은 보수당에 비

해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고 계속 집권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다. 그러

89) 2016, 2017년 영국 원조 비율이 낮은 원인은 데이터 수집한 때까지 2016-2017 세계
은행이 공개한 신탁기금 원조 계약서는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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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결정자 및 소속 정당 마지막 임기90)

후임 지도자 및 소속 정당
캐나다 Stephen Harper

(Conservative Party) 2013-2016
Justin Pierre 
James Trudeau
(Liberal Party)

아일랜드 Bertie Ahern
(Republican Party)

2003-2007
Brian Cowen

(liberal-conserva
tive Party)

벨기에 Elio Di Rupo
(Socialist Party)

2011-2015
Charles Michel
(libearal party)

핀란드 Tarja Halonen (Social 
Democratic Party) 2009-2012

Sauli Niinistö
(National 

Coalition Party)

한국 이명박
(한나라당) 2009-2013

박근혜
(새누리당)

노르웨이

Jørgen Kosmo
(Labor) 2003-2006

Torbjørn Jagland
(Labor)

Torbjørn Jagland
(Labor) 2007-2010

Dag Terje 
Andersen
(Labor)

Dag Terje Andersen
(Labor)

2011-2014 Olemic Thommessen
(Conservative)

뉴질랜드 Helen Clark
(Labor) 2004-2009

Sir John Key
(National)

영국
Tony Blair
(Labor) 2005-2007

Gordon Brown
(Labor)

Gordon Brown
(Labor)

2008-2010
David Cmeron

(Conservative)

나 2010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좌파정당인 노동당은 연임이 거의 불가능하다. 신탁기금의 비율 변화를 

보면, 2006년과 2010년의 원조 약속은 두 개 집권 시기에 노동당에 의해 

마지막으로 결정된 지출이었고 2010년 신탁기금 약속 비율이 급증하였

다. 그리고 <그림 5-2>에서 보다시피, 2011년 총선하였을 때 야당에 비

해 집권정당의 지지율은 압도적이었는데 2015년에 두 개 정당 사이에 차

이가 많이 줄었다. 신탁기금 원조의 비율 변화를 보면, 2016년의 예산은 

집권정당에 의해 결정된 마지막 년도의 지출인데 ODA에서 신탁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3>과 <그림 5-4>에

서도 마찬가지 선거 전에 집권정당의 지지율이 낮을 때, 신탁기금 원조

의 비율이 상승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다.

<표5-1> 가설에 부합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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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영국 2005년 - 2016년 신탁기금 약속총액과 ODA 약속총액의 비율 

및 영국 정당 지지율 변화

자료: World Bank finance data: https://finances.worldbank.org/;

PollBase Data: https://www.markpack.org.uk/opinion-polls/;  참조하여 본인 작성.

<그림 5-2> 캐나다 2009년 - 2017년 신탁기금 약속총액과 ODA 약속총액의 비

율 및 캐나다 정당 지지율 변화 

자료: World Bank finance data: https://finances.worldbank.org/;

PollBase Data: https://www.cbc.ca/news/politics/historical-federal-polling-data-1.4

90) 정책 결정자의 임기 시간을 예산을 결정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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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77; 참조하여 본인 작성

<그림 5-3> 노르웨이 2008년 - 2017년 신탁기금 약속총액과 ODA 약속총액의 

비율 및 노르웨이 정당 지지율 변화 

자료: World Bank finance data: https://finances.worldbank.org/;

PollBase Data: http://www.pollofpolls.no/?cmd=Stortinget&do=visallesnitt; 참조하여 

본인 작성

<그림 5-4> 뉴질랜드 2005년 - 2016년 신탁기금 약속총액과 ODA 약속총액의 

비율 및 뉴질랜드 정당 지지율 변화 

자료: World Bank finance data: https://finances.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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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Base Data: https://public.tableau.com/views/NewZealandPrimaryVote2002-2014

/NZVotingIntention?:embed=y&:display_count=no&:showVizHome=no; 참조하여 본

인 작성

<표 5-1>를 근거하고 가설2에 부합되는 국가가 대외원조 영역에서의 

중요성 및 각국 국내 정책결정의 구조를 참고하며 본 연구는 2005년 - 

2010년 영국 좌파정당인 노동당의 마지막 집권 시기, 즉 토니 블레어 

(Tony Blair)의 마지막 임기와 고든 브라운 (Gordon Brown) 집권 시기, 

그리고 2010년 - 2015년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 집권 시기, 

즉 우파정당인 보수당 소속 데이비드 캐머런 (David Cameron)이 수상에 

임한 시기를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1장에서 제시하였듯이, 2010년 - 

2015년에 영국은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공동 집

권을 하였지만, 일단은 보수당은 우파이고 자유민주당은 중립정당이라는 

점에서 좌파인 노동당에 의해 형성된 전임 정부와 충분히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나타났다. 또 연립정부에서 국가의 수상은 보수당인 캐머런이 담

당하고 영국 79%이상91)의 ODA원조를 관리하는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부장도 보수당인 앤드류 미첼 

(Andrew Mitchell)이 맡고 있었다.92) 그러므로 2010년-2015년 영국 연립

정부에서 대외원조 정책과 관련 의제 설정(agenda setting)에 있어서 보

수정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 

시기를 사례로 선정한다.

이상 영국 한 사례에 두 개 시기를 선택하고 비교하면 두 시기 간에 

시간적 격차가 적기 때문에 핵심 독립변수인 '집권 정당의 이념' 이외에 

91) 연립정부 집권 마지막 년도인 2015년까지 기준으로 정함. 데이터는 "DFID: UK ODA 
DATA - Table 3. DFID and Non-DFID ODA 2014-2015"에 근거하여 지음. https:/
/www.gov.uk/government/statistics/provisional-uk-official-development-assist
ance-as-a-proportion-of-gross-national-income-2015. (최종검색일: 2019년10월2
2일)

92) OECD, 2019, "United Kingdom",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f4da321-en. (최종검색일: 2019년10월
21일); DFID,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Previous holde
rs of this role, https://www.gov.uk/go -vernment/ministers/secretary-of-state
-for-international-development#previous-holders-of-this-role. (최종검색일: 201
9년10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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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수들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두 시기에 

영국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을 비교하여 정권교체 이외에 다른 변수를 통

제함으로써 '집권 정당의 이념'이라는 변수가 영국 신탁기금 원조의 선

택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사례 선정의 근거: 영국 원조정책의 결정구조 및 원조 

현황 

1) 영국 원조 정책의 결정구조 

국내적 요인들이 영국의 원조 정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영

국 대외원조의 기본 상황 및 원조정책의 결정과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쟁적인 양당체제하에서 야당은 집권을 위해 기존 제도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일단 야당이 집권에 성공

하게 되면 정치적 권위의 중앙집권화와 맞물려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나

타나게 된다. 또 의회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당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한을 거의 받지 않는다.93) 

이러한 특성은 영국 대외원조 패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대외원

조에 대한 보수당과 노동당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1961년 - 1996년 보

수당과 노동당 간의 정권 교체에 따라 영국 대외원조를 전담하는 기구의 

제도적 위상이 계속 변하였다.94) 1997년 블레어가 수상에 당선하고 나서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설립하였다. 이후 11

년 동안(1997년 - 2007년) 블레어의 집권에 따라 현재의 영국 대외원조 

수행 및 관리 체계가 형성하게 되었다.  

DFID는 개발원조의 주무기관으로 다른 부처, 특히 외교부와의 업무가 

겹치지 않고 원조정책의 수행과 결정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93) 손혁상. 2010. 원조집행기관의 자율성과 제도적 변화. 유럽연구, 28(1), 305-346, 
p314

94) 문경연, 2013, 영국 대외원조 정책 및 추진체계 변화에 대한 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5(1), 75-112.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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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DFID는 국가의 외교적 목적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고 독립적으로 개

발원조의 목적에 따른 정책을 정할 수 있다. OECD가 정한 '원조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모델'에서 DFID는 정책결정의 자유성이 제일 높은 '독립

적 정책 결정과 수행을 맡은 원조기관 모델'에 속한다.95) 또 DFID의 부

장(the secretary of State of Interntional Development)은 내각에서 의석

을 갖기 때문에 개발원조 정책을 내각의 정책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내각

을 DFID의 정책이 고려되도록 할 수 있다.96)

이상 영국 정치체제의 특성과 DFID의 특성을 결합해보면, DFID의 부

장은 당선 수상의 임명을 받아 내각에서 자리를 잡는다. 때문에 대외원

조 정책의 결정은 내각과 직접적 연대를 맺어 내각 관료, 특히 대외원조

에 대한 수상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또 의회의 감독이 비교적 약하

기 때문에 대외원조 정책의 결정은 다른 정당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다. 이런 맥락에서 내각과 긴밀한 관계, 의회와 느슨한 연결을 맺은 

DFID를 통해 집권정당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는 원조 정책을 상대적으

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영국 대외원조의 현황 

영국의 원조 현황을 보면, 우선 원조 정책의 측면에서 매년 ODA의 

원조 금액이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의 0.7%에 해당해야 

한다는 목표를 입법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공여국들 가운데서 단연 독보

적이라 할 수 있다. ODA원조의 규모에 있어서 2017년까지 영국은 공여

국들 중에서 미국과 독일 뒤를 잇는 3위를 차지하였고 다자원조 및 민간 

95) To the degree the development co-operation under ministries of foreign 
affairs, the OECD gives four main organizational models: 1)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akes the lead and is responsible for policy and 
implementation; 2) a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or agency with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eads and is responsible for policy and 
implementation; 3) A ministry has overall responsibility for policy and a 
separate executing agency is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4) a ministry or 
agency, other tha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s responsible for both 
policy and implementation. OECD, DAC, 2009, Managing Aid: Taking a Look 
at Donor Practices, p30

96) 손혁상, op.cit. 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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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에도 적극 참여하는 국가다.97) 또한 영국은 신탁기금 원조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국가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8 - 2019 Trust Fund 

Annual Report‘에 근거하면 영국은 공여국들 중에서 신탁기금 원조 규

모의 1위고, 다양한 원조 이슈를 다루면서 신탁기금 원조에 참여하고 있

다.98)

이에 볼 수 있듯이, 영국은 원조의 규모나 원조 정책의 발전에 있어

서 압도적인 국가다. 그리고 경쟁적 양당체제 하의 영국 집권정당은 상

대적으로 유리한 정책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영국 집권정당과 관련된 국

내 요소들이 영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영향이 더 현저하다. 신탁기금 원

조에 있어서 오언(Owen)99) 등은 'Responsible Multi-bi Donor Index' 지표

를 통해 공여국들이 잠재적으로 세계은행의 발전전략과 무관하게 신탁기

금을 '남용(excessive use)' 하는 경향을 측정하였다. 결과를 보면, 영국은 

EU의 뒤를 이어 제2위를 차지한다. 즉, 영국은 '신탁기금의 사용은 세계

은행의 발전전략과 일치해야 한다'는 세계은행의 제한에서 벗어나 자국

의 의도에 따라 신탁기금 원조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러한 특성을 활용하면, 국제기구의 제도적 제한 등 무관한 변수

(Irrelevant Variables)들의 신탁기금 원조결정에 대한 영향을 제외할 수 

있고 영국의 국내적 요인들과 신탁기금 원조 간의 상관관계를 상대적으

로 무편하게(non-biased)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100) 

97) https://www.oecd-ilibrary.org/sites/ff4da321-en/index.html?itemId=/content/c
omponent/5e331623-en&_csp_=b14d4f60505d057b456dd1730d8fcea3&itemIGO=oe
cd&itemContentType=chapter#section-d1e18213  (최종검색일: 2019년10월31일)

98) World Bank, 2019, Trust Fund Annual Report for 2018-2019 (English), pp46,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461611570786898020/pdf/Trust-F
und-Annual-Report-for-2018-2019.pdf

99) This index encapsulates the arguments made above about the potentially 
corrosive effects of excessive use trust funds. There are three indicators 
that address different aspects of Multi-bi use into an overall index, based on 
(1) Multi-bi ODA as a percentage of all funds channelled through 
multilaterals, i.e. the sum of Multi-bi and core multilateral ODA, (2) the total 
number of World Bank trust funds participated in by each donor, and the (3) 
the percentage of these that are single-donor. Owen Barder, Euan Ritchie, 
and Andrew Rogerson, 2019. “Contractors or Collectives?” Earmarked 
Funding of Multilaterals, Donor Needs, and Institutional Integrity: The World 
Bank as a Case Study,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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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 사례를 통해서 3장과 4장에서 제시한 가설 및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실제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설명을 보다 풍부히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동당 지도자인 블레어는 퇴임 날짜가 정해진 상황

에서 대외원조 영역의 정치적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였지, 브라운은 좌파

정당의 재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좌파정당의 유산보존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3. 2005년 - 2010년 노동당의 마지막 집권 시기

1) 블레어: 노동당 유산의 형성과 보호 기재

(1) 유산의 형성

블레어는 1994년에 노동당 당수가 되었고, 1997년 총선에서 야당인 

노동당이 집권 보수당에 압승을 거둠으로써 18년 만에 노동당 출신의 영

국총리가 되었다. 2001년 총선에서도 노동당이 보수당에 승리하였으며, 

2005년에도 승리하여 블레어는 총리로서 3기 연속 집권하였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사건으로 인해  노동당 내부에서는 블레어에 대한 부정적

인 비판이 팽배하였고 국내의 지지율도 대폭적으로 떨어졌다.101)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큰 우세(노동당 의석수 - 총 의석수:  418 - 659)로 

승리하였지만, 2005년 선거에서는 미약한 우세(노동당 의석수 - 총 의석

수:  356 - 646)로 정권을 얻었다.102) 2007년 5월 10일 블레어는 퇴임을 

선포하였고 그에게는 정식 퇴임일인 6월 27일까지 총 7주의 시간이 주어

졌다. 영국 매체는 이 기간을 '블레어가 자신의 유산(legacy)을 보존하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였다.103) 이로부터 과연 블레어가 임기 내에 실시

100) Gary King, Robert O. Keohane, Sidney Verba, 1994, Designing Soical 
Inqui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182

101) https://www.theguardian.com/uk/2007/jun/10/polls.politics. (최종검색일: 2019
년10월25일)

102) 선거 결과에 관한 데이터는: http://www.ukpolitical.info/1997.htm; http://www.u
kpolitical.info/2005.htm. (최종검색일: 2019년10월25일)

103)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07/may/14/tonyblair.labour1 (최종검
색일: 2019년10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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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조와 관련 정책들을 자신의 '유산'으로 생각하였는지, 마지막 '유산' 

보존 시간에 대외원조와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보존하려 하였는지, 구체

적으로 어떤 정책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블레어는 집권초기에 DFID의 설립(1997년), 원조 백서의 발표 등 대외

원조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을 펼쳤고 이를 통해 원조에 대해 꾸준한 관

심을 보였다. 2002년에는 국제개발 법(International Development Act)을 

제정하여 영국정부에게 빈곤감소를 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고104) 이

로써 빈곤감소를 중심으로 한 블레어의 대외원조 이념도 정해졌다. 2005

년 영국은 의장국으로써 글렌이글스(Gleneagles)에서 G8 회의를 주최하

였다. 정상회의에서 블레어는 대외원조, 무역, 아프리카 등 3 가지 의제

를 강조하였다. 결국 회의에서 모든 G8 회원국은 '2010년 아프리카 국가

에 대한 100%의 채무면제 및 전 세계의 원조액을 2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각 회원국은 원조에 대한 승낙도 하였다.105)

회의의 논평 및 기사를 보면, 2005년 G8회의는 성과가 있다는 칭찬을 

받았다. 2005년 G8회의는 영국이 의장국을 담당한 기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에 블레어와 영국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106) 다른 한편, 

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이니셔티브107)'의 세 가지 이슈 중 대외원조와 채

무감면 문제에 대한 G8국가들의 합의점을 찾고 아프리카에 대한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108) 이로써 아래 뉴스와 같이 G8회의를 통해 영국 집권정

당인 노동당은 '빈곤감소'을 강조하는 대외원조 이념을 다른 국가들에게 

전달하였다.

"(빈곤과 싸우는)전사들은 승리를 축하하고 집에 돌아가서 영국이 그려

104) 손혁상, op.cit. p329
105) http://www.g8.utoronto.ca/summit/2005gleneagles/africa.html. (최종검색일: 

2019년10월26일)
106)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3/mar/02/bob-geldof-

africa-tony-blair  (최종검색일: 2019년10월26일)
107)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와 관련 내용은 http://www.g8.utoronto.ca/summit/2005glen

eagles/africa.html 참고할 것.
108)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05/jul/09/uk.g8 (최종검색일: 2019년

10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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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아프리카의 곤경을 머릿속에 그려냈다.109)"

(2) 유산의 보호

퇴임 전 블레어의 행동을 분석해보면, 2008 G8 약속을 '유산'으로 만

들고, G8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블레어

는 노동당 당내, 영국 국내 등 다양한 요인 때문에 퇴임을 결정하였는

데, 퇴임 결정을 언제 발표할지, 언제 정식적으로 퇴임할 것인지는 조정

할 수 있다. 블레어가 스스로 정한 퇴임절차 및 시간표는 <표 5-2>과 같

다. 표를 보면, 블레어는 먼저 퇴임 결정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

카 국가를 방문하고 2007년 독일 G8 정상회의를 본인이 출석하는 마지

막 다자적 국제회의로 결정하였다. 블레어는 리비아, 시에라리온, 남아프

리카,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하고 그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절대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

다.110) 예컨대:

"다음 달에 저는 퇴임하겠지만 영국과 아프리카 간의 연결은 유지할 것

입니다. 제 후임자인 브라운이 제가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 저

는 자신이 있습니다. 

...(중략)...

이번 투어는 아프리카와 기후변화 이슈가 다음 주의 G8정상회의(2007 

109)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05/jul/10/development.internationa
laidanddevelopment  (최종검색일: 2019년10월26일)

110) 블레어가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에 대한 대외원조 약속과 관련 뉴스 아래와 참고할 
것. (최종검색일: 2019년10월26일)

리비아: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07/may/29/tonyblair.labour
시에라리온: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07/may/26/tonyblair.foreignpolicy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07/may/31/foreignpolicy.tonyblair
짐바브웨 및 남아프리카: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07/jun/02/rebuildingashatteredco
untry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07/may/31/foreignpolic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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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활동 활동과 관련 주제

2007.05.10 퇴임 결정 발표 -
2007.05.11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Nicolas Sarkozy)와 회면
당선 축하

2007.05.16 미국 조지 부시 (GeorgeW.Bush)와 
회면

G8 회의, 이라크 중둥 
문제, 국제무역

2007.05.29 리비아 방문 원조 유산 보호하기

2007.05.30 시에라리온(Sierra Leone)방문 원조 유산 보호하기

2007.05.31.-2007.06.01 남아프리카 방문 원조 유산 보호하기

2007.06.06-2007.06.08 독일 G8정상회의 원조 유산 보호하기

2007.06.21 중동 평화 특사(Middle East peace 
envoy) 임명 받기

-

2007.06.27 정식 퇴임 -

독일 G8 정상화의)에 중요한 의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블레어 리비아 방문 인터뷰111))

"우리는 아프리카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 아직 많습니다...(중략)... 다음 

주(2007 독일 G8 정상회의)에 정확한 결정을 내리고 의제를 다시 추진한

다면. 우리는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아프리카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유

지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

(블레어 남아프리카 연설112))

<표 5-2> 2007년5월10일 - 2007년6월27일 퇴임 결정 발표부터 정식퇴임까지 블

레어가 참가한 국제적 활동   

자료: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tonyblair?  참조하여 본인 작성.

2007 독일 G8 회의에서도 블레어는 대외원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

였다. 우선, 블레어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할 당시 독일 G8회의를 많

이 언급하였다. 회의 이전에 블레어는 G8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회의에서 

대외원조에 대한 약속을 더욱 명확하게 선포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였

다.113) 뿐만 아니라 블레어는 부유한 국가들이 아프리카 원조에 대한 약

111)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07/may/29/tonyblair.labour (최종검
색일: 2019년10월26일)

112)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07/jun/01/tonyblair.labour1 (최종검
색일: 2019년10월26일)

113)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07/may/31/foreignpolicy.tonybl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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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지키도록 회의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였다.114) 결국 회의는 "

아프리카에서의 성장과 책임(Growth and Responsibility in Africa)"이라는 

선언을 발표하고 2005년에 성사하였던 약속을 다시 강조하고 HIV/AIDS, 

TB, 좋은 관리능력(good governance) 등에 대한 G8 회원국의 원조 약속

을 더욱 명확하게 발표하였다.115)

이상의 사실을 통해, 블레어는 2005년 G8 회의의 성과를 중요시하고 

그 성과를 유산으로 보존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블레어에 대해 부정

적인 입장을 가진 기사들은 "블레어가 퇴임하기 전에 주목 받을 만한 활

동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한 것이다116)"라고 블레어를 비판하였다. 그러

나 블레어는 바로 이러한 주목받는 활동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약속의 위

반비용을 다시 올리고 퇴임 후 원조 약속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

다. 

우선, 2005년 G8회의는 영국 국내나 국제사회에서 주목과 칭찬을 받

았다. 영국은 회의의 주최국으로써 대외원조 약속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

할을 맡았기 때문에 G8회의의 원조약속 이행은 당시 영국의 명성

(reputation)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전제 하, 퇴임 결정을 

발표한 블레어는 아프리카 방문 과정에 아프리카 국가들과 영국의 매체,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2005년 G8회의에서 

원조 약속을 하였다', '약속을 위반하지 않겠다'라고 반복하였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아프리카 대외원조 이슈가 더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이슈의 

중요성(salient)도 높아졌다. 립슨(Lipson, 1991)이 주장하였듯이 이슈의 중

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약속이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고 약속의 청중

비용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117) 그러므로 블레어의 아프리카 순방은 

(최종검색일: 2019년10월26일)
114) https://www.theguardian.com/uk/2007/jun/07/politics.g8 (최종검색일: 2019년 

10월26일)
115) G8 Summit 2007, 2000 GROWTH AND RESPONSIBILITY IN AFRICA, http://w

ww.g-8.de/Content/DE/Artikel/G8Gipfel/Anlage/Abschlusserkl_C3_A4rungen/W
V-afrika-en,t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WV-afrika-en.pdf (최종
검색일: 2019년10월26일)

116)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07/jun/07/crunchtimeforblai
r (최종검색일: 2019년10월26일)

117)  "Compliance with treaties, as I have noted, is specifically designed to b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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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G8회의 원조약속의 청중비용을 높였다고 보인다. 

그 다음으로 블레어는 2007년 G8정상회의에서 2005년 G8회의의 원조

약속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였다. 약속의 조항이 명

확해지면, 약속 이행과정에서 공여국 원조정책의 자유재량권(policy 

discretion)이 더 많은 제한을 받을 것이고 원조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118) 

블레어의 대외원조 행위를 다룬 기사들에 의하면, 아프리카 방문 및 

2007년 G8회의를 통하여 블레어의 유산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였

고 후임자의 정책변경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블레어의 행동은 성공적이고 행동의 의도 또한 뚜렷하다. 블레어의 대

외원조 투어가 끝나고 나서 브라운이 이 투어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

다.119)

2) 브라운: 블레어 유산의 보호 

블레어의 후임자인 브라운은 블레어의 원조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

라 더 나아가 발전시켰다. 총선을 앞둔 2010년 1월, 브라운 정부는 국제

발전초안[Draft International Developmen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

ce Target) Bill]을 제출하였고 국내 입법을 통해 '2013년 이전에 영국의 

ODA 원조는 국민총생산(GNP)의 0.7%에 달성할 것120)'이라는 목표를 확

정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영국은 ODA/GNP의 0.7%라는 원조 목표를 2004년에 처음 제기하였다. 

그 후 2005년 G8 정상회의에서 블레어는 아래와 같은 G8회의 공식문서

salient issue, supported by reputation.(p510)" "It does so by making disputes 
more salient and accessible and by underscoring the gravity of 
promise.(pp520)" Lipson, C.. 1991. Why are some international agreements 
inform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45(4), pp495-538. 

118) Lipson, C. 1991. ibid.  pp514-518 
119)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07/apr/05/gordonbrownsbigt

entandthe(최종검색일: 2019 년 10월28일)
120) Draft Internaitonal Development(ODA Taget) Bill, 2010, https://assets.publish

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
228558/77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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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식으로 목표의 이행을 공식적으로 약속하였다. 

'영국은 2013년 전 0.7% ODA/GNP에 달성할 것이고 2007년 - 2008년까

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2003년 - 2004년 원조액의 두 배로 증장할 

것이다.121)'

(2005 G8 Summit Meetings - Gleneagles Official Documents: 'Africa')

이상으로부터, 브라운 정부가 제기한 국제발전초안에 2005년 블레어

의 원조약속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발전초안과 관련된 토

론회122)에서도 이 법안을 '블레어의 유산'으로 본 의원들이 많다. 보수당 

당원인 토디 볼드리(Tony Baldry)와 포비아스 엘우드(Tobias Ellwood)는 '

블레어는 빈곤감소 운동의 기획자다.123) 우리는 글렌이글스의 유산을 계

속 유지해야 한다124)'고 주장하면서 블레어 유산의 유지를 찬성하였다.

또 DFID가 발표한 국제발전초안에 대한 리포트(Draft International 

Developmen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arget) Bill: Seventh 

Report of Session 2009–10)에서 DFID는 정부 원조 약속의 신뢰성이 너무 

낮고 이전 정부들이 이 목표를 이루지 않기 위해 핑계를 많이 만들었다

고 비판하였고 법안을 통해 ODA/GNP 0.7% 목표의 달성을 촉진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125) 이를 통해 브라운 정부는 국제발전초안을 통해 

2005년 G8에서 블레어의 유산을 보호하고 원조 약속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려는 의도를 보인다. 

브라운 정부가 블레어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발전초안' 

121) Official Documents: Gleneagles Summit, 2005, http://www.g8.utoronto.ca/su
mmit/2005gleneagles/africa.html

122) '국제발전초안'은 2010년1월 브라운 정부 집권 때 발표했는데, 이 법안에 대한 토론
회(House of Commons Hansard)는 캐머런 집권 후인 2010년 7월 1일에 개최하였다
는 것을 유의하길 바람.

123) House of Commons Hansard, 2010, http://bit.ly/2LTD052 (최종검색일: 2019 
년 10월26일)

124) House of Commons Hansard, 2010, http://bit.ly/2WiGgul (최종검색일: 2019 
년 10월26일)

125) DFID, Draft International Developmen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ar
get) Bill: Seventh Report of Session 2009–10, https://publications.parliament.u
k/pa/cm200910/cmselect/cmintdev/404/404.pdf, p3



- 68 -

하나뿐만이 아니다. 2009년 12월 16일 (개발도상국)채무삭감법(Debt Relie

f (Developing Countries) Act 2010)은 영국 하원에서 제출되었고 결국 20

10년 4월8일에 국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법으로 시행되었다. (개

발도상국)채무삭감법은 1996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

d, IMF)과 세계은행이 제안한 '과다채무빈국 이니셔티브[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Initiative]' 및 2005년 G8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안

한 '다자적 채무 감면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

I)]'의 실행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126)

2005년 6월, G8 재무장관회의(G8 Finance Ministers Meetings)에서 MD

RI가 제안되고 구체적으로는 채무국에 대한 IMF, 세계은행 등 기구의 원

조 배분 기준에 따라 공여국들이 채무국에게 추가적 발전자원(additional 

development resources)을 제공함으로써 최종 IMF, 세계은행, 아프리카 

개발기금(Africa Development Fund, AfDF)에 대한 채무빈국들의 채무 10

0% 감면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로써 한편으로는 유엔 밀레

니엄 선언(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에서 채무 감면 목표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금융

기구에게 충분한 자금을 보장해주는 것이다.127) 이 제안은 당시 영국 재

무장관인 브라운에 의해 제기되었고 미국 재무장관의 지지를 받은 후 20

05년 G8 재무장관회의에서 통과되었다.128) 재무장관 회의 이후인 G8정

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MDRI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129) 

이 외에, 영국 재무부가 발표한 채무삭감법과 관련 리포트에서도 입

법을 통해 2005년 G8에서 MDRI와 관련 약속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였고130) 이로써 재무부가 입법을 통해 2005년 MDRI 약속의 이행

126) UK HM Treasury, 2009, Ensuring effective debt relief for poor countries: a 
consultation on legislation, p5

127) G8 Finance Ministers Meetings, 2005, G8 Finance Ministers' Conclusions on 
Development: G8 proposals for HIPC debt cancellation. http://www.g7.utoront
o.ca/finance/fm050611_dev.htm

128) http://news.bbc.co.uk/2/hi/business/4084574.stm  (최종검색일: 2019 년 10월
29일)

129) G8 Summit Meetings, Gleneagles Official Documents, Afirica, 2005,  제 29 
조, http://www.g8.utoronto.ca/summit/2005gleneagles/africa.html FINANCING 
DEVELOP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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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이상, 두 법안에서 블레어의 영향력이 여실히 보인다. 립슨(1991)이 

주장한 국제적 계약서의 비공식성을 측정하는 기준을 따르면, 블레어가 

2005년 및 2007넌 G8회의에서 공동성명 형식으로 하였던 약속이 비공식

성이 낮은 계약서라고 할 수 있으나 브라운은 국내 입법으로 통해 블레

어의 원조 약속의 비공식성을 한 층 더 낮췄다.131) 2005년, 2007년 G8회

의에서의 원조 약속 문서는 조약(treaty)형식이 아니지만 법안은 조약과 

같이 의회의 투표를 받아야 하는 공동점이 있어서 브라운의 입법 행동은 

G8회의의 원조 약속에 조약의 특성을 붙인다고 말할 수 있다. 

2장에서 마틴(2005)과 립슨(1991)의 주장에 따르면, 비공식성이 상대적

으로 낮은 조약은 국내 의회의 승인(ratification)이 필요하고 승인을 받기 

위한 잠재적 비용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중요한 이슈일 

경우에 지도자가 조약의 형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또 

조약의 조항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청중'의 주목을 더 많이 받으며 문

서를 체결하는 각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132) 그

러므로 조약을 위반하면 국가의 정치적 명성을 비롯한 정치적 비용이 상

대적으로 클 것이다.133) 이러한 높은 비용을 담은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

의 행동은 신뢰성이 있는 약속의 시그널로 볼 수도 있다.134) 

이런 맥락에서 총선 전에 블레어의 원조약속을 법안의 형식으로 변화

시킨 브라운의 행동을 보면, 첫째, 의회의 통과를 위한 큰 비용에도 불

구하고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행동을 통해 블레어, 브라운을 비롯

한 좌파정당은 대외원조 정책을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둘

째, 국내의 법안이기 때문에 영국 국내 의회 의원들에게 원조 약속과 관

련 조항이 더욱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될 것이므로 원조 약속의 이행을 

감독하는 국내적 '청중'들이 많아져서 조약 위반의 정치적 비용이 높아

130) UK HM Treasury, 2009, op,cit, Forword 부분 
131) 국제계약서의 비공식성을 측정하는 기준은 Lipson, C. 1991. Why Are Some 

International Agreements Inform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참고한 것.
132) Lipson,1991, op.cit. p498
133) Lipson,1991, op.cit. p508
134) Martin, 2005, op.cit. p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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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을 것이다. 셋째, 당시 좌파정당의 지지율 상황과 결합해보면, 2005년 

- 2010년 노동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였으며 2010년 총선 이전에 보

수당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컸기135) 때문에 노동당은 계속 집권할 확률

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운의 입법 행동은 영국의 후임정

부, 및 총선에 주목하면서 영국의 원조 약속의 이행이 의심스러운 '청중'

들에게 '약속을 바꾸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상, 블레어의 원조 약속을 좌파정당의 '유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브

라운의 국내적 노력을 볼 수 있다. 

3) 좌파정당 집권 시기 신탁기금의 원조 상황

<그림 5-1>를 통해 2001년 - 2017년 영국 신탁기금 원조 비율,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의 지지율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림 5-1>에서 보다시

피, 2005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보수당에 비해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고 

연임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었다. 반대로 2010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압도

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좌파정당인 노동당의 연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집권정당 미래 집권의 가능성에 따라 영국 신탁기

금의 원조비율도 변한다고 나타난다. 2006년과 2010년의 원조 약속은 두 

개 집권 시기에 노동당에 의해 마지막으로 결정된 지출인데 2010년 신탁

기금 약속 비율이 급증하였다. 신탁기금의 한 번 약속으로 몇 년 간 여

러 번의 장기적 원조 약속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으로부터,136) 

지지율이 낮고 계속 집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당은 원조 약속의 수행

을 보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원조 방식을 배제하여 신탁기금 원조

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국내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블레어와 브라운의 행동을 

고려하면, 노동당은 채무감면의 금액, ODA/GNP의 비율과 관련 원조 약

속의 이행을 확보하고 원조 약속과 관련 개별 원조 프로젝트의 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위반비용이 높은 신탁기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135) PollBase DATA, https://www.markpack.org.uk/opinion-polls/, 최종검색일: 
2019 년 11월2일)

136) World Bank Group, 2017, Fact Sheet on World Bank Trust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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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추측의 합리성을 검증하려면, 실제로 정권 교체 후에 취임한 

정부는 신탁기금 원조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5-5>

를 통해 2003년 - 2017년 아프리카에 대한 영국의 신탁기금 원조 약속금

액(commitment, 이하 '약속금액'), 세계은행에 대한 공여국의 실제 지불 

금액(contribution, 이하 '지불금액'),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세계은행의 

신탁기금배분 금액(disbursement, 이하 '배분금액')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다. 원조의 약속금액과 실제 지불 금액의 X 축은 좌측에 있고 년도에 

따라 배분금액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배분금액의 X 축을 우측에 따로 

정하였다. <그림 5-6>과 <그림 5-7>는 노동당 집권 시기와 보수당 집권 

시기에 아프리카에 대한 영국 신탁기금 원조 변화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

게 보기 위해 <그림 5-5>를 두 개 시기별로 나눈 그림이다. 

<그림 5-5>를 통해 신탁기금 원조 약속금액, 지불금액, 배분금액의 변

화에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탁기금의 약속금액은 

2007년에 최댓값에 이르러 2010년과 2013년에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보

이는데, 지불금액과 배분금액의 최댓값은 각각 2008년과 2009년에 나타

나고 상승세를 보이는 년도도 약속금액보다 많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난

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세계은행 자체 신탁기금 원조 관리 절차 때문에 원조금의 약속, 

지불, 배분 간에 시차가 존재한다. 두 번째, 전술하였듯이 공여국은 한 

번의 신탁기금 원조 계약서를 통해 몇 년 동안 세계은행에게 원조금을 

지불하는 계획을 약속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지불금액도 마찬가지

로 원조금을 받은 세계은행은 수원국에 대한 배분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에 따라 원조금을 배분하여 지불금액과 배분금액 사이에 시간적 차이도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2007년 퇴임한 블레어가 결정한 당년의 신탁기금 

원조 약속을 예로 보면, <그림 5-6>에서 보듯이, 2007년 블레어는 원조 

계약서를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신탁기금 원조를 증가할 것이라고 약속

하였다. 이러한 약속 때문에 지불금액은 2007년 당년에 급증하였고 결국 

블레어 퇴임 후인 2008년에 최댓값으로 올라갔다. 이를 통해 블레어의 

후임 정부는 블레어의 원조 계약서에 따라 세계은행에게 신탁기금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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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원조금을 지불하였다고 보인다. 배분 금액의 변화상황을 통해, 

세계은행은 배분 계약서에 의해 원조금을 아프리카에 배분하였다고 알 

수 있다. 이상, 퇴임 전 블레어의 신탁기금 원조 약속은 정권교체를 넘

어 아프리카에 전달되었다고 보이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2009년 이후 연

속적으로 높은 원조금을 받은 것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증가'라

는 블레어의 원조 약속을 유지하는 데 신탁기금의 역할을 보인다. 

<그림 5-5> 2003년 - 2017년 아프리카에 대한 영국 신탁기금 원조 약속금액/실

제금액/배분금액의 변화

자료: World Bank finance data: https://finances.worldbank.org/  참조하여 본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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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2005년 - 2010년 노동당 집권 시기, 아프리카에 대한 영국 신탁기금 

원조 약속금액/실제금액/배분금액의 변화 

자료: World Bank finance data: https://finances.worldbank.org/  참조하여 본인 

작성.

<그림 5-7> 2010년 - 2016년 보수당 집권 시기, 아프리카에 대한 영국 신탁기금 

원조 약속금액/실제금액/배분금액의 변화 

자료: World Bank finance data: https://finances.worldbank.org/  참조하여 본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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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를 통해서도 원조 약속금액, 지불금액, 배분금액 간의 시간

적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림 5-7>에서 2011년 - 2015년은 영국 보수당

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에 의해 결정된 아프리카에 대한 신탁기금 원조 

약속이다. <그림 5-7>에서 파란색과 주황색 부분의 면적은 약속금액과 

지불금액의 양을 각각 표시한 것인데 2011년-2015년 주황색 부분의 면

적이 파란색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고 보인다. 이는 아프리카에 대해 연

립정부가 지불한 금액이 약속한 금액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원인도 역시 전임정부가 한 약속은 보수당 정부에 의해 수행되었

기 때문이다. 파란색 부분과 주황색 부분의 면적의 차이는 전임정부의 

원조 유산이 보수당 정부에 대해 일부분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노

동당의 후임정부는 노동당 정부의 신탁기금 원조 프로젝트를 계승하여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3.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 집권 시기

2010년 보수당은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보수당 소속인 

캐머런이 수상을 담당하게 되었다. 보수당은 총선에서 ODA/GNP의 0.7%

란 목표를 꼭 지키겠다는 공약137)을 하였는데, <표 5-3> 와 <그림 5-1>

에서 보듯이 연립정부에 의해 결정된 대외원조 예산인 ODA 약속금액 

및 신탁기금 약속금액이 첫 해인 2011년에 대폭 하락하였다. 그리고 <그

림 5-1>를 통해 2011년 - 2015년 연립정부 전체 집권 시기에 결정된 신

탁기금과 ODA의 약속금액 변화를 보면, 2011년 신탁기금의 비율이 하락

하고 나서 2012년 급증을 하였다. 또 총선 년도인 2015년의 상황을 보

면, 당시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고 보수당이 계속 집

권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신탁기금의 원조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2011년, 2012년, 2015년 각 년도에 신탁기금의 원조 비율이 왜 

그렇게 변하였을까?  

137)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0/apr/13/conservative-manifesto-a
t-a-glance (최종검색일: 2019 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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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Trust Fund Commitment ODA Commitment TrustFund/ODA

2010 1,409,690,530.01 9,278,159,872 15.19%

2011 329,428,598.76 7,428,769,792 4.43%

2012 1,314,171,597.03 9,715,309,568 13.53%

2013 1,091,288,881.67 10,531,080,192 10.36%

2014 905,708,238.92 12,050,299,904 7.52%

2015 1,108,871,888.69 13,373,460,480 8.29%

<표 5-3> 2010년 - 2015년 영국 신탁기금, ODA 약속금액 ($)

자료: Trust Fund Data: World Bank finance data- https://finances.worldbank.org

ODA Data: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 https://www.oecd-ilibr

ary.org/development/data/oecd-international-development-statistics/official-and-pr

ivate-flows_data-00072-en   참조하여 본인 작성.

1) 우파의 집권과 신탁기금의 감소 

우선, 2011년 신탁기금 약속금액, ODA약속금액, 신탁기금 비율이 모

두 대폭 하락하는 원인은 대외원조 정책은 새롭게 성립된 연립정부의 주

요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010년 선거의 상황을 보면, 선거에 참

여하였던 영국 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은 모두 블레어의 유산을 인

정하고 ODA/GNP 0.7%의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138) 즉, O

DA/GNP 0.7%의 목표는 서로 경쟁하는 정당들이 더 높은 득표율을 얻기 

위해 세운 주요 선거 공약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전임정부의 노

력으로 인해 원조 약속의 청중비용이 너무 커서 어기기가 쉽지 않기 때

문에 모든 정당이 이러한 약속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2010년 총선 결과에 근거하여 보수당은 307개 의석, 노동당은 255

개 의석, 자유민주당은 55개 의석을 얻었고 절대다수의 의석수는 326개

였다. 결과 발표 후 보수당과 노동당은 모두 자유민주당 당수인 닉 클레

그(Nick Clegg)에게 연립정부의 구성과 관련 요청을 제안하였고 결국 자

유민주당은 보수당을 선택하였다.139) 이상의 사실을 통해 추측할 수 있

138)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0/apr/17/election-internati
onal-aid-policies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3일)

139)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0/may/07/clegg-cameron-brown-c
oalition-election-results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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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전임 집권당인 노동당의 대외원조 정책은 자유민주당에게 연립

정부를 같이 구성할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았으며, 연립정부 성립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ODA/GNP 0.7%란 원조 목표는 보수당과 자유민주장 두 개 

정당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140) 때문에 ODA원조, 신탁기금 

원조와 같은 원조정책은 모두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며 약속금액이 떨어

졌다. 

2) 우파의 집권과 신탁기금의 분식(粉飾)

<표 5-3> 및 <그림 5-1>에서 보다시피, 2012년 신탁기금 약속금액과 

ODA 약속금액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ODA에서 신탁기금의 비율은 

급속으로 높아졌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2012년은 대외원조 영역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난 년도이자 캐머런 정

부가 대외원조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년도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

12년에 Hungry Summit를 주최하였고141) G8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142) 

또 캐머런은 UN 특별 위원회의 주석을 맡아 2015년 유엔 밀레니엄 목표

를 달성한 후 새로운 목표를 정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143) 캐머런은 공

식적으로 '영국이 경제 침체의 상황일지라도 ODA/GNP 0.7% 목표를 꼭 

이룰 것이다'라고 많이 언급하였고144) 대외원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 행동은 한편, G8 회의의 참여, ODA/GNP 0.7% 목표의 약속 및 

140) 뉴스를 따르면,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은 주요 상속세 정책(inheritance tax policy)에 
대한 합의를 이뤄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
010/may/11/coalition-government-conservatives-lib-dem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3일)

141)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2/may/23/london-2012
-hunger-summit-olympic-games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3일)

142)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2/may/13/jay-rayner-g8su
mmit-cameron-poverty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3일)

143)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2/apr/12/david-camer
on-un-committee-develpment-goals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3일)

144) 예: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2/apr/12/david-ca
meron-un-committee-develpment-goals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3일)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2/may/23/london-
2012-hunger-summit-olympic-games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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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gry Summit의 주최 등 활동을 통해 캐머런 개인이 원조에 대한 관심

을 보였다. 캐머런은 발전과 관련해서 '인권과 자유', '개인의 권력과 차

유', '부패 방지' 등 3 가지 방면을 포함한 '황금 실(golden thread)'이라

는 개념을 제시하여 개발원조와 연결하도록 적극 추진하였다.145) 다른 

한편, 좌파정당의 대외원조 유산이 캐머런에 대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UN는 캐머런에게 UN 특별 위원회의 주석으로 담당한다는 요

청을 보내는 이유는 영국은 이전에 국제개발원조 영역에서 좋은 성적이 

얻기 때문이라고 하였고146) 이러한 좋은 성적을 만든 정부는 2011년 새

롭게 성립된 캐머런 연립정부 아니고 블레어와 브라운이 비롯한 전임정

부다. ODA/GNP 0.7% 목표도 전술하였듯이 전임 정부의 유산이다. 그러

므로 G8 정상회의, 유엔의 요청 등 외부적 환경의 변화, 원조에 대한 캐

머런 개인적인 관심, 및 전임정부의 정치적 원조 '유산' 3 가지 요인으로 

2012년 영국 ODA 약속금액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O

DA에서 신탁기금 원조의 비율이 왜 급속 상승하였을까? 

본 연구는 영국 정부 내부에서 대외원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기 때

문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원조정책에 대하여 영국 정부 내부에는 두 가

지 입장이 나타났다. 한편 캐머런을 비롯한 일부분 관료들은 대외원조가 

의미 있다고 보았고 원조를 지지하였다. 다른 한편, 영국 재무장관인 조

지 오스본(George Osborne)을 비롯한 일부분 보수당 의원들은 캐머런의 

원조 및 기후 정책을 반대하고 정부는 이런 정책 때문에 파산이 될 것이

라고 비판하였다.147)

이러한 상황에서 캐머런은 자신의 원조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신탁기

금의 트로이(Trojan)적 특성148) 혹은 'bypass aid'의 특성149)을 이용하여 

145)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3/feb/01/david-cameron-approach
-foreign-intervention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3일)

146) https://www.undp.org/content/undp/en/home/presscenter/pressreleases/20
12/07/31/un-secretary-general-appoints-high-level-panel-on-post-2015-devel
opment-agenda.html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3일))

147)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damian-carrington-blog/2012/ap
r/24/cameron-green-speech-clean-energy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3일)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3/mar/02/blair-overseas-aid-fundin
g-cuts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3일)
148) 신탁기금 원조를 표면적으로 봤을 때 공여국은 돈을 국제기구에게만 주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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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기금 원조를 특별히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신탁기금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 공여국은 단지 돈을 국제기구에게 주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제기구에게 신탁기금 형식으로 준 돈은 공여국

의 의도에 의해 사용된다.150) 이런 맥락에서 원조 정책에 대한 반대 목

소리가 커졌을 때 캐머런은 자신의 원조 의도를 가릴 수 있는 신탁기금

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캐머런이 bypass 전략으로 대외원조를 사용

한 사례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캐머런은 ODA/GNP 0.7%의 목표를 실현

하기 위해 영국의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원조 예산을 증가하고 국방 

예산을 줄였다. 이는 영국 국방부와 군인들의 불만을 일으켰다.151) 이러

한 불만을 줄이기 위하여 캐머런은 '현금원조를 군사비로 사용할 수 있

을 것(aid cash to go on military)'을 허락하였고152) 기존의 'Conflict Pool

'를 다시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원조예산을 국방비로 사용한다고 추진하

였다.153) Conflict Pool는 ODA, non-ODA 및 다른 자원을 모아 취약국가

(fragile country) 및 충돌발생국(conflict states)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영국 해외안전전략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DFID, 국방부(Ministry of De

는 상대적 은밀한 방식으로 공여국 원한 수원국에게 원조를 주어 공여국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마치 트로이를 무너트리기 위해 크리스인들이 사용한 '트로이 목마'처럼 트
로이(Trojan)적 특성이 있다. 신탁기금의 트로이적 특성과 관련 연구로는: Sridhar, 
Woods(2013); Eichenauer, Stephen(2014) 참고할 것.

149) 취약국가에게 원조를 제공할 때, 공여국들은 '원조금은 국제기구를 걸친 다음에 이 
돈을 수원국에게 준다는' 행위는 공여국의  bypass aid 전략이라고 한다. bypass aid 
전략을 사용하면 수원국과의 직접적 연결 관계를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조 프로젝
트 실패의 경우, 원조 프로젝트의 공여자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여국의 명성은 
이로 인해 손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Eichenauer와 Reinsberg,(2017)는 신탁기금은 
이러한 bypass aid의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공여국은 신탁기금의 bypass aid 특성
을 이용하여 취약국에게 원조를 제공한다고 검정하였다. Eichenauer, V., & 
Reinsberg, B. 2017. What determines earmarked funding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s? Evidence from the new multi-bi aid data.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2(2), 171-197.

150) Sridhar， Woods, 2013，op. cit.
151)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3/jan/31/david-cameron-defence-b

udget-military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3일)
152) https://www.express.co.uk/news/uk/981248/aid-cash-to-be-spent-on-defenc

e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3일)
153)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3/feb/21/david-cameron-aid-milita

ry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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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ce), 외교부(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에 의해 설립되는 것

이다.154) Conflict Pool는 주요 Conflict Pool Fund155)와 평화유지예산(the 

Peacekeeping Budget)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며, 그 자금의 용도는 DFI

D, 국방부, 외교부 공동으로 설립하는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156) 또 모

인 자금을 목적에 따라 활용하기 위하여 <그림 5-8>에서 보다시피, Conf

lict Pool 밑에 5개 지역적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s), 1 개 주제적 

프로그램(thematic programme), 1 개 안정 유닛(the Stabilization Unit) 및 

1 개 예비금(reserve)을 설립하였다.157)

이상으로부터 봤을 때 일부분의 원조예산 및 국방예산을 모으고 집중

적으로 관리하여 DFID, 국방부, 외교부에 의해 모인 돈의 용도를 결정하

는 Conflict Pool은 기금(Fund)의 특성이 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원

조 예산은 표면적으로는 DFID의 의해 사용되는데 실제로는 국방부, 외교

부의 목적에 따라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은 '원조금은 표면

적으로는 국제기구에 송부되지만, 실제로는 공여국의 의지에 의해 사용

된다'는 신탁기금의 'bypass aid'특성과 일맥상통한다. <표 5-4>에서 보다

시피, 2011년 - 2015년 영국의 평화유지예산이 변하지 않아도 원조예산

의 증가에 따라 Conflict Pool의 예산이 많아지고 국방부가 지배 가능한 

돈이 증가한다. 즉, 캐머런은 bypass 전략으로 Conflict Pool를 통해 원조

예산을 국방부, 외교부에게 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bypass전략으로 신탁기

금 원조를 활용함으로써 원조금액을 국방부에 의해 사용하게 만든 사례

도 있다. 세계은행에 의해 관리된 신탁기금 중에서 Early Action Facility 

Fund (EAF),158) Strengthening Alliances and Partnerships Fund (SAP)159) 

154)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2013, Conflict Pool Strategic Guidance, pp
8.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
s/attachment_data/file/200169/Conflict_Pool_Strategic_Guidance_FINAL.pdf

155) 2015년 4월 이후, Conflict Pool Fund는 새롭게 설립된 Conflict, Stability and 
Security Fund로 대체되었다.

156) National Audit Office (NAO) Report, 2012, Review of the Conflict Pool, https:
//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2/03/Review-of-the-Conflict-Pool.p
df

157)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2013, op. cit. p23
158) The Early Action Facility (EAF)  is a ring fenced fund of £20m per an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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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Peacekeeping Budget 374 374 374 374
Conflict Pool Fund 256 270 290 309
Total Settlement 630 644 664 683

등 Conflict Pool 및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 신

탁기금도 있다. 즉, 영국이 신탁기금의 방식으로 세계은행에 준 원조 자

금은 최종적으로 Conflict Pool에 속하는 부서 돌아가 DFID, 국방부, 외교

부의 의도에 의해 사용되었다. 캐머런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원조예산

을 증가하여 ODA/GNP 0.7%의 목표를 실현하면서 국방부의 지배 가능한 

예산을 올렸다.160)

이상, 2012년 신탁기금 원조의 비율이 급증한 원인을 아래와 같이 추

측할 수 있다. 원조정책에 대한 반대, 국방부 예산 부족에 대한 불만을 

면하는 캐머런 정부는 bypass 전략으로 신탁기금을 이용하여 한편 국방

부가 지배 가능한 자금을 증가하여, 한편 원조 반대세력들 몰래 본인이 

원하는 원조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조 예산 및 Conflict 

Pool 관련 자금의 사용 상황은 <그림 5-8>와 같다. 

<표 5-4>2011년 - 2015년 Conflict Pool 지배 가능한 예산(￡million )

출처: UK, National Audit Office (NAO) Report, 2012, Review of the Conflict Po

ol. pp5. Written according to ministerial statements. 

to address unforeseen conflict developments or opportunities for which 
Conflict Pool programmes could not reasonably have planned.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op.cit, p10

159) In line with the Building Stability Overseas Strategy(BSOS) strategic approac
h and Watchlist priorities, the Conflict Pool has five geographical programme
s and one  thematic program: trengthening Alliances and Partnerships (SAP).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op.cit, p10

160)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feb/21/overseas-aid-milit
ary-cameron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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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8> DFID 원조 예산 사용 상황 & Conflict Pool 구조 상황

자료: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2013, 'Conflict Pool Strategic Guidance' 

참조하여 본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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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파의 집권과 신탁기금의 변화 정체(停滯)

<그림 5-1>으로부터, 2015년 선거 전에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율 차

이가 크지 않고 보수당이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신탁기금의 

원조 비율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낼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이 나타난 원인은 대외원조 정책은 당시 캐머런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고 신탁기금으로 자신의 원조정책을 유지할 경향이 약하기 때문이

다. 

우선, 전체 캐머런 정부의 상황을 보면, 2012년 9월 영국 정부 내부 

개각(cabinet reshuffle)을 실시하여 원조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관료들의 힘은 약해졌고 내각 내부 우파정당의 권력이 강해졌

다.161) 이에 따라 원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떨어졌다.

또 캐머런 개인이 ODA/GNP 0.7%의 목표를 실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술하였듯이 Conflict Pool 등을 이용하여 원조를 통해 다른 목적을 실

현하였고 원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졌다.162) 캐머런을 반대한 사람

들도 역시 원조를 군사로 이용한 캐머런의 행위는 애초에 캐머런의 원조 

목표와 많이 달라졌다고 비판하였다.163) 그러므로 ODA/GNP 0.7% 목표의 

달성은 단지 전임 정부가 정한 정책 위반의 청중비용이 커서 자신의 선

거공약을 이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2012년 캐머런 정부는 대외원조 정책을 잠시 중요시해도 정

부에 있어서 총선 전에 마지막 시간을 이용하여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유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캐머런 정부에 있

어서 계속 집권을 못하더라도 신탁기금 원조 다자적 양자원조의 특성을 

이용하여 신탁기금에 대량 원조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61)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2/sep/04/david-cameron-governm
ent-reshuffle-cabinet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4일)

162)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3/may/05/coalition-spl
it-cameron-drops-aid-pledge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4일)

163)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3/feb/21/david-camero
n-aid-military-ngos  (최종검색일: 201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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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사례연구의 방법은 다수의 사례(large - N)를 다루는 정량적 연구의 '

많을수록 좋다(bigger is better)'논리와 대립하여 중요한 사례(들)에 대한 

집중적(intensive)인 고찰을 통해 1) 측정하기 어려운 변수의 개념 타당성

(conceptual validity)을 높이고 2) 예외 사례로 새로운 변수 혹은 가설을 

발견하고 3) 인과적 메커니즘(causal mechanism)을 밝히고 4) 복잡한 인

과관계에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164) 

본 장에서는 2005년 - 2010년 영국 좌파정당인 노동당의 마지막 집권 

시기 및 2010년 - 2015년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부 집권 시기

의 원조행위를 사례로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집권정당의 이념이라는 변

수가 영국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설명을 보강하는 동시에 

'2012년 영국 신탁기금 원조의 비율이 왜 급속 증가하였는가?'라는 새로

운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도출하였다. 

노동당은 대외원조 정책을 정당의 정치적 유산이라고 보고 총선 전에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져 연속 집권의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때 다자적 

국제회의(G8), 국내 입법, 신탁기금 등 방법으로 원조 약속의 신뢰성을  

올림으로써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노동당의 이

러한 행동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핵심 독립변수인 정당의 이념, 정당의 

집권 시기, 정당의 지지율은 공여국의 원조 방식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반면, 보수당은 원조 정책을 정당의 

유산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전 지지율이 높지 않아도 신탁기금 

원조, 혹은 원조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

므로 이론 검증(theory testing)의 측면에서 영국 사례는 정량적 방법으로 

도출한 '정당의 이념'이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에 더욱 

풍부한 설명을 추가하는 한편, 사례의 결과와 정량적 방법으로 얻은 결

과가 일치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의 이념'과 '공여국 신탁기금의 선

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165)

164) George, A., & Bennett, A. 2005. Case Studies and Theory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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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파정당 집권 시기인 2012년 신탁기금 원조의 비율이 급증한 상

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2012년 영국 신탁기금 원조의 비율이 왜 급속 증

가하였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었다. 전임 노동당 정부에 의해 

규정된 원조약속의 위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2010년 연립정부를 처

음 구성하였을 때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은 원조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약

속하였다. 그 후, 영국 내부 원조 약속, 원조 예산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진 상황에서 보수당은 Conflict Pool를 다시 활용하여 원조예산을 남몰

래 국방부가 지배 가능한 곳으로 전이하였다. 자금을 모아서 국방부, 외

교부, DFID의 의도에 따라 사용하는 Conflict Pool은 신탁기금의 'bypass 

aid'의 특성과 비슷하다. 보수당 정부는 바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ODA/GNI 0.7%의 원조 목표를 달성하면서 국방부 측의 불만을 완화하였

다. 그러므로 원조 약속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신탁기금의 역할 이외에 

이론의 발전(theory development) 측면에서, Conflict Pool의 사례는 공여

국이 정부 내부의 불만을 완화하려고 할 때 신탁기금 bypass aid의 특성

을 이용하기 위해 신탁기금 원조를 선택한다는 '공여국 정부 내부의 불

만'과 '공여국 신탁기금 원조의 선택' 간에 존재하는 잠재적 인과적 메커

니즘을 제시하고166) '정부 내부의 불만'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제기해주었

다.167)

165) "If the outcome of the case is consistent with the theory’s prediction, the 
analyst can entertain the possibility that a causal relationship may exist." 
Alexander L. George; Andrew Bennett. 2005, ibid. p181

166) "Theory development in case studies is primarily an inductive process. this 
highlights the usefulness of deviant case for inductively identifying new 
variables or causal mechanisms" Alexander L. George; Andrew Bennett. 2005, 
ibid, p111

167) "Case studies have powerful advantages in the heuristic identification of 
new variables and hypotheses through the study of deviant or outlier cases 
and in the course of field work" Alexander L. George; Andrew Bennett. 2005. 
ibid.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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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1. 요약 및 정리 

본 논문에서는 공여국이 원조를 할 때, 왜 다자원조, 양자원조를 배제

하여 신탁기금 원조를 선택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제 협력 방식

의 선택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다자적 국제기구를 국가 정책의 시간적 불

일치 문제를 완화하는 도구로 보는 이론적 시각을 대외원조 영역에 도입

하고 또 다자적 양자원조로서 신탁기금의 특성에 주목하여 신탁기금 원

조는 원조금에 대한 통제권, 원조 약속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

기 때문에 다자원조의 '원조 약속의 신뢰성 및 원조에 대한 통제권 간에 

거래 문제'를 완화하는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여국 국내 측면에서 원조 정책의 시간적 

불일치 문제에 착안하여 공여국 신탁기금 원조의 선택에 대해 영향을 미

치는 공여국 국내 정치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공여국의 신

탁기금 원조 선택'을 종속변수로 하여 '공여국 정부의 연립정부 여부', '

공여국 정부의 분단정부 여부', '공여국 선거제도의 비래대표제 여부', '

의회에서 거부권자 의석수의 비율', '집권 정당의 이념', '집권정당의 집

권 시기' '정당의 지지율'을 핵심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OLS를 활용한 다

중선형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

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또한 사례분석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실증분

석의 결과에 보다 풍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신탁기금 원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공여국, 신탁기금을 관리하는 

국제기구, 신탁기금 자체 등 여러 수준에 걸쳐 있고 '신탁기금 증가의 

원인' 및 '신탁기금 증가의 영향' 두 가지 방면으로 신탁기금을 연구하며 

특히 '신탁기금 증가의 원인'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신탁기금 원조에 대

한 공여국 외교적·정치적 참여 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들은 신탁기금으로 원조하는 공여국을 단일 행위자로만 보고 공여국 신

탁기금 원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적 요인을 상대적으로 간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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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공여국 

신탁기금 원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공여국의 국내적 요인을 찾아 이

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 공여국 정책결정자의 자치권에 대한 국내적 

제한이 강할수록, 정책결정자는 신탁기금 형식으로 원조하는 경향이 강

할 것이다; 2) 좌파정당 집권 후기, 정당의 지지율이 낮을수록 공여국 정

부는 신탁기금 형식으로 원조를 할 경향이 강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

였다. 

이러한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의회제를 실시하는 공여국 정부는 연립정부일 때, 신탁기금 원조를 

더욱 선호한다고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당의 이념, 집권 시기, 정당의 지

지율 변수는 모두 예상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와 통계적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좌파정당 집권 후기, 정당의 

지지율이 낮을수록 공여국 정부는 신탁기금 형식으로 원조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라는 것이 일정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설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본 연구는 공여국

을 신탁기금을 활용하는 유럽국가와 비유럽국가 두 개 그룹으로 나누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결국 유럽 국가를 포함한 그룹에서 정당의 이념, 집

권 시기, 정당의 지지율 변수의 유의미성이 나타나고 이로써 유럽국가 

정책결정자들은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원조 정책의 수행을 확보한다는 경

향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5년 - 2010년 영국 좌파정당인 노동당

의 마지막 집권 시기, 2010년 - 2015년 영국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 집권 시기 영국의 대외원조 정책을 사례로 검토하였다. 두 개 시기

에 영국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을 비교하여 다른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

집권 정당의 이념'이라는 변수가 어떤 방식을 통해 영국 신탁기금 원조

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영국 

좌파정당 지도자인 블레어와 브라운은 영국의 대외원조 정책을 중요한 '

유산'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노동당 집권 후기 정당의 지지율이 낮고 연

속 집권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국제 측면에서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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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고 원조 이슈의 중요성을 올림으로써 영국의 명성과 원조 정책

의 수행을 연결하였다. 또한 국내 측면에서도 국내 입법을 통해 영국 원

조 약속의 조항을 명확히 하여 약속 위반의 비용이 올림으로써 미래의 

대외원조 정책의 수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반대로 캐머런 정

부는 집권 후기에 원조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고 Conflict Pool 등을 이용

하여 원조금을 통해 다른 목적을 실현하였다. 그러므로 캐머런 연립 정

부 시기에 ODA/GNP 0,7% 라는 목표의 달성은 단지 전임 정부가 정한 

정책의 청중비용이 크고 자신의 선거 공약을 이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

일 뿐, 연립 정부는 원조 정책을 '유산'으로 유지할 동기가 없었다. 또 

'2012년 영국 신탁기금 원조의 비율이 왜 급속 증가했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과정에, 공여국은 정부 내부의 불만을 면할 

때 신탁기금 bypass aid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신탁기금 원조를 선택

한다는 '공여국 정부 내부의 불만'과 '공여국 신탁기금 원조의 선택' 간

에 잠재적 인과적 메커니즘을 제시하고168) 또 '정부 내부의 불만'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제기해주었다.169)

2. 본 연구의 함의 및 후속 연구의 가능성 

본 연구의 기여는 아래와 같다. 첫째, 다자적 양자원조로서의 신탁기

금과 다자원조, 양자원조를 구분하여 신탁기금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신

탁기금 원조는 원조에 대한 통제권, 원조 약속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문제를 완화하는 데 유용성을 제시한다. 이는 

대외원조 방식인 다자원조, 양자원조, 신탁기금 원조의 특성, 현실적 의

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공여국을 단일 행위자로만 

168) "Theory development in case studies is primarily an inductive process. this 
highlights the usefulness of deviant case for inductively identifying new 
variables or causal mechanisms" Alexander L. George; Andrew Bennett. 2005, 
ibid, p111

169) "Case studies have powerful advantages in the heuristic identification of 
new variables and hypotheses through the study of deviant or outlier cases 
and in the course of field work" Alexander L. George; Andrew Bennett. 2005. 
ibid.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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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외원조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공여국 국내 요인을 간과한

다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제 협력 방식

의 선택에 있어서 비용이 높은 조약, 다자적 국제기구를 국가 정책의 시

간적 불일치 문제를 완화하는 도구로 보는 이론적 시각을 대외원조 영역

에 도입하여 이러한 이론으로부터 가설과 독립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검

증하는 점에서 신탁기금 원조 방식의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공여국 정부의 원조 의도, 원조 방식 선택의 경향을 상

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연할 수 있는 신탁기금 약속금액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여국 신탁기금 원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후속연구의 가능

성을 시사한다. 첫째, 원조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공여국의 외부

적 요인, 혹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지 못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공여국 - 수원국의 관계, MDTFs의 경우 공여국

들 사이의 관계, 신탁기금 원조에 동참하는 민간부문과 공여국 사이의 

관계 등 요인이 공여국 신탁기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MDTFs 공여국 사이의 관계를 예로 들면, 같은 신탁기금에 동참하는 공

여국들 중에 한 국가가 신탁기금 형식으로 원조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면 

다른 공여국들이 그 제안을 따라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다자원조, 양자

원조보다 신탁기금의 장점을 강조하는데 신탁기금의 단점 및 이러한 단

점이 공여국 원조 방식의 선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셋째, 

통계분석 측면에서 데이터 관측치의 수량이 부족하고 회귀분석 결과의 

설명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SDTFs와 MDTFs의 차이 및 그 차이의 정치적 의미를 밝

혀 공여국들이 어떤 경우에 MDTFs에 참여할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MDTFs를 분석 대상으로 같은 신탁기금에 동참하는 공여국들 

사이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발견하여 신탁기금 원조 협력에 있어서 

공여국은 어떤 경우에 어떤 특성을 가지는 국가를 선호하는지를 연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 공여국과 민간 부문 간에 관계를 고려해보면, 신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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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조 협력에 있어서 공여국은 다국적 기업을 선호하는지, 본국의 민

간 부문을 선호하는지를 밝힐 수 있고 혹은 특정한 경우에 특정 민간부

문을 선호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신탁기금의 단점을 고려하면, 국제기구는 신탁기금의 관리자로

서 신탁기금에 대한 공여자들 사이의 이익관계를 조절해야 하고 신탁기

금 원조에 동참하는 모든 공여자(비국가 행위자 포함)의 동의를 구해야 

각 공여자와 AA를 체결하여 신탁기금의 설립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MDTFs의 경우, 특히 공여국의 수량이 많을 경우, 원조에 대한 

각 공여자들 간에 의견 조정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신탁기금의 설

립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단점이 공여국 원조 방식의 선택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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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년도 TF/ODA 정책결정자 소속정당

아일랜드

2003 0.0209 Bertie Ahern Republican Party

2004 0.0176 Bertie Ahern Republican Party

2005 0.0075 Bertie Ahern Republican Party

2006 0.0119 Bertie Ahern Republican Party

2007 0.0702 Bertie Ahern Republican Party

2008 0.0361 Brian Cowen liberal-conservati
ve Party

국가 년도 TF/ODA 정책결정자 소속정당

캐나다

2013 0.0442 Stephen Harper Conservative 
Party

2014 0.0335 Stephen Harper Conservative 
Party

2015 0.0194 Stephen Harper Conservative 
Party

2016 0.0597 Stephen Harper Conservative 
Party

2017 0.0141 Justin Pierre 
James Trudeau Liberal Party

부록

표1: 캐나다 정책 결정자 임기 내 신탁기금 원조의 비율 변화 

표2: 아일랜드 정책 결정자 임기 내 신탁기금 원조의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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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년도 TF/ODA 정책결정자 소속정당

벨기에

2011 0.0029 Elio Di Rupo Socialist Party

2012 0.0033 Elio Di Rupo Socialist Party

2013 0.0031 Elio Di Rupo Socialist Party

2014 0.0023 Elio Di Rupo Socialist Party

2015 0.0038 Elio Di Rupo Socialist Party

2016 0.0000 Charles Michel libearal party

국가 년도 TF/ODA 정책결정자 소속정당

핀란드

2009 0.0521 Tarja Halonen Social Democratic 
Party of Finland

2010 0.0244 Tarja Halonen Social Democratic 
Party of Finland

2011 0.0250 Tarja Halonen Social Democratic 
Party of Finland

2012 0.0569 Tarja Halonen Social Democratic 
Party of Finland

2013 0.0098 Sauli Niinistö National Coalition 
Party

표3: 아일랜드 정책 결정자 임기 내 신탁기금 원조의 비율 변화

표4: 핀란드 정책 결정자 임기 내 신탁기금 원조의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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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년도 TF/ODA 정책결정자 소속정당

한국

2009 0.0013 이명박 한나라당

2010 0.0041 이명박 한나라당

2011 0.0101 이명박 한나라당

2012 0.0074 이명박 한나라당

2013 0.0751 이명박 한나라당

2014 0.0045 박근혜 새누리당

국가 년도 TF/ODA 정책결정자 소속정당

노르웨이

2003 0.0700 Jørgen Kosmo Labour

2004 0.0567 Jørgen Kosmo Labour

2005 0.0162 Jørgen Kosmo Labour

2006 0.0819 Jørgen Kosmo Labour

2007 0.0289 Torbjørn Jagland Labour

2008 0.0546 Torbjørn Jagland Labour

2009 0.0770 Torbjørn Jagland Labour

2010 0.1156 Torbjørn Jagland Labour

2011 0.0629 Dag Terje Andersen Labour

2012 0.0158 Dag Terje Andersen Labour

2013 0.0465 Dag Terje Andersen Labour

2014 0.0658 Dag Terje Andersen Labour

2015 0.0480 Olemic Thommessen Conservative

표5: 한국 정책 결정자 임기 내 신탁기금 원조의 비율 변화

표6: 노르웨이 정책 결정자 임기 내 신탁기금 원조의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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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년도 TF/ODA 정책결정자 소속정당

뉴질랜드

2004 0.0025 Helen Clark Labour

2005 0.0163 Helen Clark Labour

2006 0.0499 Helen Clark Labour

2007 0.0003 Helen Clark Labour

2008 0.0072 Helen Clark Labour

2009 0.0155 Helen Clark Labour

2010 0.0015 Sir John Key National

국가 년도 TF/ODA 정책결정자 소속정당

영국

2003 0.0346 Tony Blair Labour

2004 0.0330 Tony Blair Labour

2005 0.0286 Tony Blair Labour

2006 0.0578 Tony Blair Labour

2007 0.0805 Tony Blair Labour

2008 0.0518 Gordon Brown Labour

2009 0.0639 Gordon Brown Labour

2010 0.1519 Gordon Brown Labour

2011 0.0443 David Cmeron Conservate

표7: 뉴질랜드 정책 결정자 임기 내 신탁기금 원조의 비율 변화

표8: 영국 정책 결정자 임기 내 신탁기금 원조의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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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sertation aims to explore domestic influence upon 
trust funds donation. Although foreign aid is us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recipients, the amount and the method of aid 
are decided by donors' purposes. So we puzzle the reason of the 
donors’ trust fund donation behavior. What is the purpose of 
donors to choose trust funds as a method of aid?

We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e of the trust 
fund aid commitment the donors made. The trust fund aid 
commitment represents a ‘costly signal’ for an executive to 
guarantee the enforcement of the aid project. Through accepting 
self - imposed costs that are tied to fulfilling the aid promise, 
the policymaker increases the credibility of its commitment and 
the probability of the aid policy enforcement. In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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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 preference of aid is out of 
the ideology of the government party, so that the aid policy is 
vulnerable to be changed or broken off if the new government 
has a different ideology with the old one. We argue that the left 
governments prefer to choose trust funds as a way to protect 
their ‘political legacy’ prior to their election especially when they 
get a relatively low supporting rate. We also investigate the 
domestic constraints when the policymakers pursue foreign aid 
commitment. When the state contains high domestic constraints 
on executive autonomy, it is hard to reach a consensus within 
the executive or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The 
trust fund here serves as a tool for a policymaker to manage 
domestic pressure to ensure the decision-making autonomy and 
the enforcement of aid policy.

On the basis of World Bank trust fund commitment data and 
trust fund relative agreements disclosed on the World Bank 
homepage, we create a new database of trust fund commitment 
for 2001-2017. Then we use OLS(Ordinary Least Squares) to test 
our hypotheses. The quantitative analysis suggests the correlation 
between  political system, the characteristic of the government, 
partisanship, party support rate, period in office and the use of 
trust funds. Moreover, we conduct a case study by comparing 
‘the labor government's use of trust fund’ and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use of trust fund' in the UK. Combining with the 
case study, we conclude that aid-preference governments do 
have an incentive to use the trust fund to protect their aid 
legacy before authority-change. This finding investigates the role 
of domestic political variables in the use of trust funds and gives 
evidence to the argument of the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economic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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