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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추적하다: 

국제개발과 인류학적 참여*

1)

이태주**

1. 국제개발 - 담론과 현장 사이에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공적 담론 중 하나가 

‘국격 제고’ ‘세계 중심국가 진입’ ‘G20 의장국’ ‘국제사회 균형자와 

조정자 역할’ ‘선진 한국’ 과 같이 매우 야심찬 외교적 수사들이다. 이러

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원조를 급

속히 확대하고 있는 추세일 뿐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군(PKO) 파견, 

G20 정상회의 개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국제사회에의 기여 노력이 있

기 때문이다. 2010년 1월부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

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정식 회원국

이 되었으며, 2015년까지 대외원조 예산을 3배로 증액시켜서 국민총소

득(GNI) 대비 0.25%인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원조를 수행하겠다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 교양교직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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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제사회에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대외원조의 확대 추이를 

감안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원조산업(aid industry)은 급속히 커질 수밖

에 없다. 그런데 대외원조 예산은 모두 개발도상국에 이전되는 것이 아

니고 약 70%의 예산이 공여국에서 집행되거나 다시 공여국으로 환류되

는 것이기 때문에 원조 예산의 증대는 공여국 정부 및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대학, 연구소, NGO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발하게 된

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의 분과학문, 학계와 연구소들이 국제개

발에 참여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2008년에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개발학 및 기타 응용학문 분과들이 참여하는 

국제개발협력학회가 조직되었으며, 국제개발 분야의 연구용역과 컨설

팅을 위한 민간 연구소들이 줄줄이 창립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개발 컨

설팅협회의 창설도 논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 분야에서 활

동하는 민간단체와 NGO들의 숫자도 최근 수년간 급속히 증가하고 있

으며, 국제개발 분야의 연간 모금규모와 사업 규모, 정부 보조금 규모도 

모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1)   

그러나 국제개발 분야의 다양한 연구 수요 증대에 대한 학문분과별 

연구 수준과 경향 및 참여방식은 아직까지 심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국제개발이란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도되는 국제개발 

원조와 이에 참여하는 국가와 국제기구, 원조기관, 시민사회, 민간기업 

및 여타 제도들과 관행의 네트워크를 지칭한다(이태주 2004: 224). 그

러나 한국에서 국제개발이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같은 협의의 기술적, 통계적 개념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으며, 관련 연구들은 주로 ODA 정책과 개선방안, ODA 제도

의 국제비교, 기술이전과 협력방안, 원조효과성 제고 등 매우 피상적이

 1) 2010년 현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 등록된 개발 NGO는 모두 70개이며, 연간 

해외지원을 위한 자발적 모금액은 약 1,700억 원, KOICA 등 정부 보조금이 92억 

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5년간 120억 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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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술공학적이며, 비맥락적이고 제도적인 연구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도 필요한 것이지만 대외원조 프로그램이 수원국 주

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지, 수원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외부의 개입이 사람들의 생계와 환경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경제학자

들은 주로 거시경제 수준에서 경제개발과 성장을 위한 무역과 민간투자,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개발 등의 정책 목표를 다루고 있으며, 정치학과 

사회학, 행정학, 개발학, 여성학 등에서는 수원국 정부의 부패와 거버넌

스 문제, 분쟁해결, 성평등, 제도적 역량, 민주화, 정책일관성, 원조효율

성과 효과성 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 모두가 거대담론이며 형식논리

이고 목적론적 개발이론들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 개발담론과 

연구 경향들은 개발이 지니는 근대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회피하며 

원조에 대한 자성적 논의를 배제한다. 이들은 기존의 서구 중심주의와 

단선 진화주의, 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적 개발담론의 확산에 기여

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속적 개입과 원조를 합리

화하고 비서구 사회를 문제화하는 낙인찍기를 통해 저개발을 더욱 악화

시키고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 국제개발 원조는 개발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개입과정을 탈정치화하고 기술주의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다(Ferguson 1994). 

그 동안 인류학은 타 학문이 암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환원주의와 

개발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여 왔다. 환원주의란 발전의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경제나 기술, 성장, 시장, 소득수준 등으로 환원하는 것이

며, 개발주의는 환경과 생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의 참

여와 자조적 노력과는 무관하게 위로부터의 개입과 외부 지원에 의한 

대규모의 개발 프로젝트가 발전을 가져다준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인류

학의 반개발, 반환원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식민지시기 인류학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학과 개발과의 ‘불편한 관계’는 지속되어 왔다. 특히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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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탈발전 담론(post-development discourses)이 본격적으로 제

기되면서 인류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서

구 사회에서의 개발 담론을 비판하는데 더욱 앞장서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인류학이 개발 문제에 대해 눈과 귀를 막거나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류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비서구 사회의 마

을과 지역 공동체, 개발현장에서 다양한 외부의 개입 프로그램이 주민

의 삶과 생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연구해 왔다. 그러나 인류

학자의 개발에 대한 개입 방식은 거대 담론을 추종하는 다른 학문과는 

그 궤적을 달리한다. 개발인류학(development anthropology)과 발전인

류학(anthropology of development)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인류학이 

개발의 현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를 알 수 있다. 개발인류학

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 개

발 현장에서 인류학자가 직접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자문하기 위한 실천

적인 연구라면, 발전인류학은 개발문제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개

발을 자성하고 비판하며, 특히 개발담론이 지니는 권력관계와 신화 및 

허구성을 해체하고자 하는 연구이다(이태주 2004: 222-4). 아직까지는 

인류학자들이 국제개발 현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두기를 통해 발전에 

대한 비판적인 자성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인 현실 참여보다 더욱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인류학은 개발문

제에 대한 거리두기와 비판적 성찰의 단계를 넘어서 개발인류학과 발전

인류학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다시 실천적인 참여인류학으로 입장을 정

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Gow 2002; Lewis 

2005; Friedman 2006).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인류학이 다른 학문과 달리 

국제개발에 개입하는 방식과 접근방법, 실천과 기여가 어떻게 차별화되

는가를 살펴보고, 특히 다지역 문화지(multi-sited ethnography) 연구방

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국제개발 프로젝트를 추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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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국제개발 문화지를 통한 인류학적 참여의 가능성과 의미 및 한

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파두라이(Appadurai 1996)의 탁월한 분석과 

같이 세계화는 문화와 경제의 경관(landscapes)을 바꾸어 놓는다. 최근 

국제개발 혹은 국제원조의 이념과 방식, 행위자들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흐름과 글로벌 위기, 국가 및 시장, 시민사회의 특성에 

따라 ‘원조경관'(aidscapes)도 변화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추적 기술하

고자 하는 한국의 국제개발 경관 혹은 원조경관은 매우 독특하다. 프로

젝트를 추적하다 보면 여러 지역과 지점에서 원조경관이 구체적으로 드

러나기 마련이며 이러한 원조경관을 분석함으로서 한국의 원조사업이 

지니는 동기와 이념, 자본과 상품의 특징, 기술과 인력, 전문가와 원조기

관의 문화, 원조의 효과와 영향력 등을 실체 그대로 그려낼 수 있다.

2. 국제개발 인류학과 참여 인류학(engaged anthropology)

인류학자들은 식민지 시기 이후로 항상 무엇이 원주민 사회의 발전

에 도움이 되는가를 관찰하고 실험하고 연구해왔다. 특히 개발연대라고 

불리는 1960년대 이후에는 대외원조와 국제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왔다. 지금까지 발전문제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연구경

향은 한편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발전정책과 관련한 제반 

전통적 담론과 개념을 해부하고 다양한 발전의 개념을 재해석하고자 하

는 발전인류학적 입장(Hobart 1993; Escobar 1991, 1995; Little 1995; 

Ferguson 1994, 1997; Gardner and Lewis 1996, 2000; Gates 1996)

과, 학제적 입장에서 국제개발의 위기를 해결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보다 실용주의적 연구로서 개발인류학의 오랜 연구 전통(Bennett 

1996; Crewe and Harrison 1998; Goldschmidt 2001; Gow 1993, 

1996; Hackenberg 1999)으로 대별된다. Lewis(2005)는 인류학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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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지만 대체로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적대적인 관찰자(antagonistic observers)이고 둘째

는 마지못해 참여하는 자들(reluctant participants)이며 셋째는 적극적

으로 개입하는 활동가들(engaged activists)이다. 

첫째 범주는 인류학이 오래 전부터 주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현지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인류학자들이 모든 외부의 개입

과 강압적 변화를 항상 부정적이고 실패한 것으로 보는 전통에서 기인

한다. 인류학자들은 위로부터의 변화와 계획은 공동체의 순전하고 오염

되지 않은 문화를 파괴시키는 주범이라고 보며(Barnett 1977; 

Chambers 1983; Robertson 1984), 가부장적인 권력이 개입하는 외부

의 원조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제3세계’를 지속시킬 뿐

이라고 본다(Escobar 1995). Ferguson(1990)은 레소토 세계은행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문화지 연구에서 개발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이슈인데 

외부로부터의 개발 프로젝트는 개발 이슈를 탈정치화하고 기술적인 문

제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마지못해 개발에 참여하는 인류학자들은 소위 개발인류학자

들인데 이들은 1960년대부터 세계적인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인류학 연

구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원조기관과 유엔 등 개발관련 기구들로부터 자

금을 받아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개발

인류학자들은 컨설팅 인류학자들이며, 실용적이고 정책 함의적인 연구

를 주로 수행하였다. Geertz(1963)의 인도네시아 농업 변화에 관한 연

구가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인류학자들은 사회개발과 프로젝트 

평가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많이 하였다. 전후 국제개발이라는 새로운 

연구 주제에 있어서 인류학적 지식은 핵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1970

년대부터는 국제개발의 제도와 구조에 인류학이 공식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세계은행과 여타 국제개발 기구들에서 인류

학자들을 위한 직위가 제도화됨으로써 국제개발 인류학은 정점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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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평가된다(Cernea 1995: 340-1; 이태주 2004). 이후 개발문제가 

정치화되면서 원조의 정치경제학과 종속이론, 세계체제론이 유행하였

고 인류학자들도 세계체계와 관련하여 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연구하였

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지역, 

국가, 세계에서 지식과 권력, 제도의 생산과 실천을 연구하였으며 문화

지는 보다 자성적인 접근을 선호하게 되었다. 개발은 사고와 정책, 제도

들의 체계이며, 개발정책에 대한 담론분석이 유행하였다.   

셋째의 적극적인 참여 활동가들은 현장 활동가들, 정책 결정자들, 

전문가들과의 광범한 협력을 통해 개발과정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는 인류학자들이다. 이들은 문화 번역자들이기도 하며 참여 관찰자이

고 지역지식을 개발과정에 활용하는 참여 인류학자들이다. 국제개발 분

야에서 참여적 개발 패러다임이 확산된 것도 이들의 기여 때문이다. 인

류학자들은 경제 주도의 발전개념에 도전하였으며 사회개발의 중요성

을 부각시키는데도 기여하였다. 이들은 서구적 합리성과 근대성을 비판

하였고, 시장을 사회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제도(socially embedded 

institutions)로 보았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안적 발전을 주창하기도 

하였으며 토착지식과 서구지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Tax(1968)의 실천 인류학(action anthropology) 이후로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지닌 도덕적, 실천적 작업이 지속되었다. 아마존 개발에 반대하

여 남미 원주민 사회를 보존하려는 문화생존(Cultural Survival) 그룹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자 하는 참여 인류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Friedman(2006)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수 십 년간 발전 

인류학은 막다른 골목에 처해있었다. 인류학은 발전 담론의 해체라는 

나름대로의 지대한 기여도 있었지만 발전은 제1세계와 제3세계가 만나

고 서구와 비서구 아프리카가 만나는 단순한 권력관계도 지식관계도 담

론지배 관계만도 아니다. 발전 담론이 인류학자들이 해체하고자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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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와 진보, 문명화의 담론과 마찬가지로 ‘제3세계’를 구조화하고 규

정함으로써 영원한 빈곤과 저발전의 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했다

는 역설도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발전은 그렇게 단순하고 

일방적인 과정은 아니다. 이제 푸코식의 후기 구조주의 발전 담론분석

에서 벗어나 인류학자들이 정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개척하여야 하

며, 발전 현장에 대한 장기간의 현장연구와 문화지 접근이 절실히 필요

한 때이다. 그의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례연구는 발전의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학자들이 볼 수 없는 개발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복잡한 문화

과정을 인류학자들은 읽어 낼 수 있다. 위로부터의 발전 담론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발전 담론을 읽어낼 수 있으며 숨겨진 개발 주체들의 경

험과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다. 서구의 일방적인 세계화와 개발 프로

젝트의 이식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권력관계와 개발욕구, 상충하는 이

해관계들에 따라 어떠한 개발사업이 채택되는가와 어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프리드만은 이론적 수정과 인류학적 방법론의 천착을 통해 발전 인

류학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발전 문제도 

서구 담론의 일방적 이식과 조우가 아니라 지역화된 다양한 사회 정치

세력들과 글로벌 세력들 간의 조우를 통해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강조한

다.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했던 소위 발전에 대한 ‘대

안적 구성’이 필요하며, 지역에서의 개발 주체들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

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전은 헤게모니도 최종 심급의 중층적 결정도, 

서구 담론의 이식도 아닌 지역과 세계와의 보다 복잡한 과정이다. 개발

의 지역 주체들을 연구함으로써 인류학자들은 자신들의 상상력을 개발 

과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치적 여지가 생겼으며, 그것은 인류학적으

로 정보가 제공된 개입(anthropologically informed engagement)이다. 

중요한 것은 발전 개념의 해체가 아니라 새로운 구성이고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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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적 지식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프리드만은 방법론적

으로도 인류학적인 천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래로부터 숨겨진 차

원의 발전 담론을 찾아야 하며 이 때 인류학자는 문학비평가도 담론분

석가도 아닌 철저한 현장 연구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층기술을 통

해 단순히 관찰 기록하는 차원이 아닌 숨겨진 맥락과 의미들을 찾아내

고 해석해야 하며, 얄팍한 담론 연구와 해체로부터 생활세계의 심오한 

과정과 제 실천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과 

발전 담론은 매우 역동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지역 역사와 정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관료들과 도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

다. 유엔과 USAID 담론도 주요하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개발주체들

의 담론이 더욱 중요하다. 인류학은 이러한 점을 천착하는 현장연구 방

법론과 중층기술을 통해 발전의 대안 모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래서 Gow(2002)는 발전 인류학으로부터 참여 인류학(engaged 

anthropology)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인류학의 도덕적 명제

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인류학자들의 선택이 근본적으로 가치 

지향적일 수밖에 없으며, 인류학은 세계에 대한 객관적 모델에 기초하

는 학문으로부터 점차 도덕적 모델에 기초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인류학자가 단순한 구경꾼인가 아니면 증인인가의 문제를 제

기하면서 그는 인류학자들의 특별한 위치와 책임, 피해자 편에서는 변

호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인류학자들은 인권, 번영의 지방적 해석과 

책임 있는 복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자국 주민들과 먼 이방인들에 대해 

책임을 지니며 바로 여기에서 참여가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인류학은 국제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주민들의 권한 강화에 

의한 주체화, 시민사회 강화, 가치 지향적인 발전을 주장하여 왔으며 

이러한 점에서 인류학은 명백히 도덕적 담론이었다(이태주 2004: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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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를 추척하다 - 국제개발의 다지역 문화지 방법론

1980년대 후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이제 2세대 연구방법론으로 

발전하고 있는 다지역 문화지 방법은 국제개발 분야에 대한 연구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다지역 문화지는 단기간 현지연구로 인한 한계와 정보

제공자와의 피상적 관계, 자료의 특성과 심층기술의 부재 등에서 문제

가 있다고 비판되기도 하지만 현지연구 지역을 무한히 확장하고 구성적 

입장에서 문화지를 작성함으로써 다양한 층위, 다양한 맥락에서 복잡한 

실체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글로벌 문화경제 체계에서 

국경을 넘는 다양한 경로와 실체들을 추적하고 지역의 다양한 국면들과 

병치를 재구성하는 혁신적 문화지 연구방식으로서 매우 유용하다

(Marcus 1995, 1999; Hannerz 2003; Falzon 2009).  

국제개발은 근본적으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의 혹은 선진국으로부

터 개발도상국으로의 자본과 상품, 기술, 인력과 가치, 이미지와 상징체

계의 이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국제개발이란 이러한 자본, 상품, 

기술, 인력과 이념체계가 결합된 다양한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국제개발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해외원조 사업과 국제개발협력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

으로 다지역 문화지 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계획에서 실행, 평

가에 이르는 프로젝트 사이클의 전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 프로젝트를 추적한다는 것은 프로젝트들을 관통하면서 나타

나는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권력과 지식관계, 음모와 스토리 및 개발의 

수사학과 담론을 드러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국제개발 사업에서 프로젝트 관리는 프로세스 관리와 성과관리로 

구분하며, 프로세스 관리는 프로젝트의 심사, 기획, 실행, 종료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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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예산, 일정, 작업범위, 위험, 조달계약, 계획

변경, 의사소통, 품질관리, 인력 등 9개 부문을 체계적으로 조정 수행하

는 것을 말한다. 성과관리는 계획 당시 설정한 일련의 개발목표를 달성

하도록 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모니터링

과 평가는 프로젝트의 프로세스와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측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프로젝트 업무 매뉴얼

에 의하면 프로젝트는 8개 단계로 진행되는데 전략수립, 사업발굴, 사전

타당성조사, 심사 및 승인, 실시협의와 정부간 합의, 사업실시, 사업종

료, 사업평가가 그것이다(KOICA 2009). 이 연구에서는 8개의 진행 단

계를 계획-실행-평가의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프로젝트가 여러 

지역에서 어떻게 계획되고 수행되며 평가되는가를 추적함으로써 국제

개발 사업에 대한 자성적이고 비판적인 문화지 개입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지역 프로젝트 문화지를 만들기 위해 4개의 대표

적인 국제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첫째는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테러 전쟁에 대한 후속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한-아프가니스탄 직업훈

련 프로젝트’이고, 둘째는 수교 2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 정상 간의 합의

에 의해 착수된 무상원조 사업 중 최대 규모의 ‘한-베 친선 IT대학 설립 

프로젝트’이다.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해외지원 사업으

로서 ‘이디오피아 500인의 식탁 및 교육장 설립 프로젝트’와 ‘베트남 

장애인 재활센터 지원사업’이다. 이외에도 논의를 위해 추적이 필요한 

다양한 개발협력 프로젝트 사례들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 4가지의 프로

젝트 중 베트남 IT대학을 제외하고는 필자가 모두 현장을 방문하여 관

계자 면담 조사 및 참여 관찰한 바 있으며 문헌 자료는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프로젝트 관리 문서와 현지조사 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등을 참

조하였다.2)  

 2) 아프가니스탄은 2005. 12. 9~15 기간 중 평가단으로 방문 조사하였으며, 베트남 장

애인 재활센터는 2007. 4. 19~23, 이디오피아 사업장은 2009. 7. 30~8. 2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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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4개의 특수하면서도 우수한 사례(best practices)로 평가되고 

있는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먼저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다지역 문화지의 사례로서 국제개발 사업의 진행과정과 

속성, 권력관계와 지식, 스토리 및 개발 담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우선 선정하였다. 국제개발 사업의 발굴과 선정, 실행과 평가의 전 과정

을 잘 드러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사업이 수행되는 과정과 특성

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프로젝트들의 수행과정

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권력관계와 지식체계를 보고자 하였다. 즉, 공여국

과 수원국, 원조기관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

는가를 추적함으로써 국제개발이 지니는 한계와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는 각각의 사례들을 추적함으로써 개발담론과 의미, 가치체

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프로젝트의 계획-실행-평가과정에서 

많은 개발 담론들이 표출된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들을 추적함으로써 국제개발의 문제점과 갈등, 음모와 수사학 이면의 

비정합성을 보고자 하였다. 정부와 원조기관들이 가장 우수한 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네 개의 사례들에서 어떤 문제점이 노정되는가를 봄으로

써 향후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1> 한-아프가니스탄 직업훈련사업-미국, 독일, 일본도 인정한 모범사례

사업명: 한-아프가니스탄 직업훈련 협력사업(The Cooperative Vocational 

Training Project)/ 사업기간: 2002~2005년/ 사업규모: 800만 달러/ 지원내역: 

훈련원 건축, 국내초청연수, 전문가파견, 6개 공과 훈련장비 공여/ (추가지원) 한-

아프가니스탄 직업훈련원 기숙사 건립사업(2004~2005), 사업규모: 162만 달러/ 

지원내역: 기숙사 건립, 기자재 및 비품지원, 설계와 감리

   

“아프가니스탄은 1919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소련의 침공과 내

전으로 고통을 받았다. 1992년 무장 게릴라 조직 무자헤딘이 수도 카불을 점

평가 전문가로서 각각 방문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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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했을 때 지식인 대부분은 살해되거나 국외로 탈출했고 지금도 인접한 파키

스탄과 이란에 대규모 난민 캠프가 있다. 2001년 미국은 빈 라덴의 인도 요청

을 거부한 탈레반 정부를 상대로 테러전을 감행하였고 종전 후 국제사회는 전

후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KOICA는 2002~2005년까지 

800만 달러를 투입해 수도인 카불에 한-아프가니스탄 직업훈련원을 건립했다. 

아프가니스탄 유일의 기술 양성소인 이곳에서는 매년 4백2십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며 2005년 추가로 기숙사를 건립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

선시켰다.”(KOICA 2009: 639-40)

 

<사례 2> 한-베 친선 IT대학 설립-최대 규모의 KOICA 정보통신 프로젝트

사업명: 베트남 한-베 친선 IT대학 설립사업(The Project for Establishment of 

Korea-Vietnam Friendship IT College)/ 사업기간: 2004~2007년/ 사업규모: 

2천만 달러/ 지원내역: 건축지원,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국내초청 연수

“2007년 12월 KOICA의 지원으로 베트남 중부 중심도시 다낭에 한-베 친

선 IT대학이 설립되었다. KOICA와 베트남 정부가 4년 동안 추진해 온 한-베 

친선 IT대학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인재 양성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다. 

KOICA와 베트남 정부는 2003년 9월 양국의 합의를 토대로 2004~2007년까

지 각각 1천만 달러, 총 2천만 달러를 투입해 고등기술 교육대학을 설립한 것

이다. KOICA는 현대적 시설의 캠퍼스를 설계하고 본관과 강의동, 도서관을 

건축했다. 이와 함께 392만 달러 상당의 IT 기자재를 제공하는 등 IT 시스템

을 구축했다. 또한 11개 학과 59권에 달하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7개 분

야 37명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한편 베트남의 4개 과정 관련자 43명을 국내로 

초청해 대학운영과 IT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KOICA 설립 

후 각국에 지원한 정보통신 분야 무상원조 사업 중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

다. 아울러 양국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베트남 정부가 보다 적극

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KOICA의 지원으로 설립된 한-베 

IT대학은 매년 7백여 명의 정보통신 인력을 공급하는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

어 낙후된 중부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베 수교 공식 20주

년을 앞둔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우호협력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

다.”(KOICA 2009: 171-2)

<사례 3> 에티오피아 5백인의 식탁과 교육장 설립-NGO를 통한 지역사회 개

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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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에티오피아 500인의 식탁과 교육장 설치 프로젝트/ 사업기간: 2006~ 

2009(3년)/ 사업규모: 50만불(약 6억원)/ 사업시행: 국제봉사기구(KVO)/ 지원내

역: 무료급식, 직업교육, 급식장 설치

2001년 하ㅇㅇ 총재가 에티오피아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500인의 식탁 급

식지원사업과 1000명의 천사 교육 결연지원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 국

제봉사기구 한국본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비쇼푸트시에서 500

인의 식탁, 1,000명의 천사, 도시농업교육, 식수지원,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KVO는 위의 다섯 가지 사업을 진행시키기 전에 에티오피

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돕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으로 47킬로미터 떨어진 비쇼푸트시에서 사업을 진행하

게 되었다. KVO는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시키면서 비

쇼푸트시의 지역개발 사업에 적극 협력하였다. 비쇼푸트시는 KVO가 지역사

회 발전에 기여한 것에 감사하여 도로의 이름을 KVO-KOREA Road로 지정

하였다(KVO 내부 사업결과보고서 요약).

<사례 4> 베트남 장애인 재활센터 지원사업-민간 모금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 

사업명: 베트남 장애인 재활센터 지원사업/ 사업기간: 2005~2090(5년)/ 사업규

모: 82만불(약10억원)/ 사업시행: 지구촌나눔운동/ 지원내역: 재활센터 건립, 재활프

로그램 운영, 지역사업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는 지구촌나눔운동이 베트남에서 6년간 장애인 의

지,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의해 계획되

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마 기획사업으로 선정되어 2005년부터 5년간 

센터 건립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노동사회상이부

(DOLISA)와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한-베 협력센터가 DOLISA로부터 장

애인 명단을 받고 직접 장애인들을 방문하여 수혜자를 선정하고 보조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베트남 정부와 깊은 신뢰를 쌓게 되어 베트남 정부로부터 재

활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받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KOICA의 지

원으로 재활센터를 건립,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의 장애인들은 베트남

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 약 30%에 달하며 장애인재활센터의 수혜자

들도 고엽제 피해자들이 많다. 이 센터를 통하여 교육재활, 의료재활, 직업재

활, 심리재활과 지역사회중심의 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프로

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며 한국으로부터 많은 봉사단이 파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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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활동을 하였고, 한국의 은평천사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초청연수도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에서 장애인재활센터의 모델이 되고 있으

며, 동시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장애인지원사업의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

다(지구촌나눔운동 자체 평가보고서 요약).

1) 프로젝트 계획 단계

프로젝트는 현장에서 현지 사정과 수원국의 필요에 따라 계획되고 

발굴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제개발 사업은 거의 본부에서 만들어

진다. 1-2주 동안의 단기 사전조사단의 현지방문 조사와 타당성 조사로 

프로젝트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 프로젝트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의심

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제개발 사업은 외교 전문에 의해 공관장이 특별

히 건의하고 외교부와 원조기관이 검토하는 요청주의 방식으로 사업이 

형성된다. 요청사업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의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지역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다. 더구나 본국에서 만들어지는 국제개발 사업은 통합적인 국

가지원 계획과 전략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개별사업들로 구상된다.

<사례 1>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를 보면 프로젝트가 기본계획과 중장

기 전략이 없이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규모의 지원 사업들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전쟁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며, 전후 복구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동참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고도의 국제안보적 관점에서 정치적인 

결정에 의한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단 국제사회에서 약속하고 다음

에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내야 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이

다. 2001년 11월 14일 유엔 안보리 결의(1378호)를 통해 우리나라도 

과도정부 지원과 난민 지원을 포함한 긴급구호 원조에 동참하여야 했으

며, 이후 2002년 1월 토쿄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 각료회의



54  비교문화연구 제17집 1호(2011)

를 통해 우리나라는 향후 4천 5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2006년 2월 런던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추가로 2천만 달러를 지원하기

로 약속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은 계속되었다. 이

처럼 2002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규모의 재건지원 사업들이 약

속되고 진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종합평가 문서(KOICA 2007a: 

21)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 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는 정부조사단

의 파견, 매년도 계획 수립과정에서 예산 투입규모와 지원분야, 지원전략을 구

체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성과지표의 설정 미비, 국가지원계획(Country 

Program)의 미수립 등으로 목표에 따른 평가는 어려움” 

<사례 2>의 한-베 친선 IT 대학설립 프로젝트도 국가지원 기본계획

이 미비한 점은 동일하다. 이 프로젝트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베트

남 방문시 정상 간에 약속한 사업이다. 이후 매우 신속하게 베트남 측의 

설립계획서 제출과 한국의 사업형성 조사단 파견, 사업선정과 사전조사

단 파견 등 일련의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점협력국인 베트남에 대한 국가지원계획을 수립

하지 않고 “개발도상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왜 베트남 중부지역에 

IT 대학을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베트남

의 국가발전계획에서 한국이 지원한 IT 대학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NGO들에 의한 프로젝트의 발굴과 계획은 더욱 문제가 많다. <사례 

3>의 에티오피아 프로젝트는 단체의 총재가 에티오피아에 처음 갔다가 

아동 결연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 것이고, <사례 4>의 

베트남 장애인 재활센터도 장애인 보조 장구를 지원하다가 베트남 정부

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에티오피아와 베트남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계획을 검토한 바가 없으며 사전조사를 충실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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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발굴하여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이다. 물론 사회복지공동모

금회와 KOICA 등 자금지원 기관들이 전문가들을 통해 사업 선정 심사

를 하였지만 대부분의 NGO 사업들이 현지 전문가 없이, 충분한 정책 

협의와 사전타당성 조사 없이 발굴되고 제안되기 때문에 이들 단체들만

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가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없는 프로젝트 

발굴과 수행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다른 평가보고서에도 

나타난다. 외교통상부는 2007년에 3년간의 대외무상원조 중기전략

(2008~2010)을 수립하였으며, 국가지원전략 수립의 시급성으로 인해 

우선 탄자니아 등 10여 국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런데 

2008년에 실시된 탄자니아에 대한 국별평가 결과보고서(KOICA 2008: 

21-2)를 보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탄자니아 국별지원전략(CAS)은 외교부에 의해 대외비로 지정되어 수원국 

및 공여국과 공유되지 않음. 수원국 및 공여국과 공유되지 않아 인터뷰 등 평

가 수행에 한계가 있었음. 주요 이해관계자가 CAS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CAS의 진행상항에 대한 점검 이상의 영향 평가나 사업과의 

연계성 평가가 어려움”

외교부는 국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도 이를 대외비로 처리하여 실질

적으로 활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만큼 국별지원계획은 외부에 내

놓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 내용이 부끄러운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관계

자들은 토로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기본계획과 전략이 없는 프로젝트 방식 원조를 지속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우리 정부와 원조기관들은 

국별 지원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늦게야 인식하기 시작했다. DAC 가입

을 앞두고 선진 원조방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연구자들이 국별지

원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별평가단의 한국 원조 관찰과 권고 



56  비교문화연구 제17집 1호(2011)

내용에서도 통합적인 전략 부재는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또한 국제개

발협력기본법 제정과 그 결과로 국무총리실이 유, 무상 원조정책을 통

합하고 조율하기 위해서도 기본전략 수립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원조수행 체계가 지역별이 아닌 분야별, 기

능별, 사업수단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별, 지역별 통합지

원계획과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이 결여된 것이다. 이는 원조

담당 인력과 원조기관의 조직 문화가 국별, 지역별 전문성 보다는 프로

젝트 사업, 개발조사사업, 봉사단 사업, 연수사업과 같이 사업 기능별 

전문성에 의존한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예산 집행 

방식이 단년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의한 예

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

한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우리나라 원조는 전략 없는 원조, 머리 없는 

원조, 건축 중심의 물량 원조, 프로그램 없는 프로젝트 원조라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대외원조 프로젝트의 발굴과정은 다른 프로젝트 사

이클과 마찬가지로 유상, 무상원조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다. 무상원조

는 재외공관장이 주도적으로 요청하여 발굴하고 유상원조는 현지에 진

출한 아국 기업들이 로비를 통해 발굴하는 것이 보통이다. 재외공관장

들은 대개 국제개발의 원칙, 국제규범, 절차 등을 상세히 알지 못하며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공관장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도 거의 없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관장 임기 동안 가장 큰 업적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시적인 

성과를 남길 수 있는 사업을 선호한다. 따라서 대부분 우정병원, 직업훈

련센터, 학교, IT 센터, 전자정부 등의 가시성이 높은 사업과 임기 내에 

조기에 완공이 가능한 사업을 선호한다. 그래서 KOICA 설립 당시인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한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 이러한 가시적 유형의 사업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사업 발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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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문가나 장기 체류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조사나 연구도 없다. 또

한 수원국 정부가 제출하는 사업요청서는 보통 수원국 정부가 예비 타

당성 검토를 완료한 수 백 가지의 후보사업 중에서 다른 선진국이 관심

이 없거나 지원규모가 작은 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지원 희망분

야’를 우선 고려하여 제출한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는 수원국이 요청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을 우선 발굴

하게 되는 것이다.     

유상원조 사업은 대개 우리나라 현지 진출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

을 발굴하고 형성한다. 대부분이 현지 정부와 장기간 사전 협의와 로비

를 지속하고 있는 아국 업체들이며, 장기적으로 도로, 신도시건설, 항만, 

전력, 수자원, 자원개발 등 인프라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차관사업을 

연계하여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2004년 감사원은 유상 차관

원조의 문제점을 이렇게 적시한 바 있다. “현행 지원대상 사업을 심사, 

선정하는 방식을 보면 한국 수출입은행이 주도하여 사업을 발굴하거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해외 진출업체 중심의 사업발

굴 또는 수원국의 차관요청에 따라 심사, 선정하는 방식에 의존함으로

써 해외진출 업체 또는 수원국이 제출한 사업타당성보고서의 미비 등에 

따른 보완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정부의 사업 심사, 선정이 지연되

고 있기 때문이다”(감사원 2004: 26).

이처럼 아국 업체가 발굴하는 사업은 해당 업체가 연고권을 주장하

여 다른 업체와 갈등 소지가 생기고 과당 경쟁을 일으키기도 하며 사업

을 중단시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약 3천만 달러의 차관이 지원 예

정이었던 과테말라 농촌개발사업의 경우에 이 사업을 발굴했던 아국기

업이 후발 주자인 해외진출 업체와 수주권을 둘러싸고 과당 경쟁 함으

로써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2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했고 업

체간 자율 조정에도 실패하여 결국 수원국 정부가 차관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감사원 2004: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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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심사와 승인 과정은 사업요청서와 타당성조사보고서, 

공관 검토의견과 기타 실무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프로젝트 부서장

과 사업담당 이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행한다. 프로젝트 심사에

서는 제반 문서의 형식과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디자인 메트릭스(PDM, Project Design Matrix)나 로그프래임(Logical 

Framework)3)을 적절히 사용하였는가, DAC의 개발원조 가이드라인을 

잘 반영하였는가, 국별 MDG 달성 목표와의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나라

의 원조정책과 우선순위를 잘 반영 하였는가 등이 매우 중요하다.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들로 수수께끼 같이 구성된 문서들

을 단시간에 해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결국 공관 의견이

나 의사결정자의 의견에 상당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프로젝트 관

리문서와 정책문서들은 특수한 언어와 형식으로 구성된 하나의 문화 구

성물이다. 정책 언어와 형식은 그 자체로 준거 기준이고, 가치관이며 

이데올로기로서 관계자들의 사고방식을 규정한다.4) 

프로젝트의 심사와 선정 과정도 외견관 기술적, 전문적 검토과정으

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결정과정이다. 정치적이라 하는 이유는 

대외원조 프로젝트의 선정과정 자체가 중요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치

적 역학 관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선정은 부처간의 역

 3) 보통 논리모형접근법(Log Frame)이라고 칭하며 4X4, 16칸으로 구성된 1장짜리 프로

젝트 기획문서이다. 그 결과물을 PDM이라고 말하는데 수평방향으로는 프로젝트에 

대한 서술적 요약,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지표, 입증수단, 가정들을 기록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목표, 목적, 산출물, 활동요소를 각각 기록한다. PDM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수많은 질문과 가정을 통한 논리분석을 통해 작성되는 어려운 절차이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분석, 문제분석, 목표분석, 실행

전략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예를 들면, Apthorpe(1997)는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와 국제수도작연구소

(IRRI)의 신농업 기술혁명과 관련한 두 기관의 논쟁 사례연구를 두 기관의 방법론 

차이는 작성 스타일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이들 기관의 발전에 대한 

지배적 언어는 과학적 합리주의와 이상적인 농촌주의의 차이이다. 그는 정책문서와 

정책연구의 작성 스타일을 분석함으로써 푸코의 응시(gaze) 개념에서와 같이 선택되

고 추구되는 하나의 중심으로서 문서작성 스타일이 정책의 목표, 설명기능, 명료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분석하였다.



프로젝트를 추적하다  이태주  59

학관계, 기업과 민간단체들의 압력과 로비, 한국과 특정 개발도상국과

의 역학관계, 공관장과 원조기관 사무소장의 지위와 개입정도, 국회와 

언론의 감시와 압력, 원조기관 내부의 역학과 의사결정 구조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비교적 지원규모가 큰 프로젝트들은 유, 무상 관계없이 대통령, 국

무총리, 장관 등이 현지에 방문하여 약속한 사업이거나 정치적으로 지

원이 결정된 사업인 경우도 많다. 또한 미국 등 우방국의 압력에 의해 

국제정치적 동학과 안보협력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속히 지원 결정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도 많다. 위의 <사례 1>, <사례 2>의 프로젝트 발굴

과정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정치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NGO들의 

사업발굴과 선정과정 역시 제안서의 내용과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도 정치적 압력과 로비, 기관장과의 역학관계, 사적 이해관계 등이 더욱 

중요한 경우가 많다. 베트남 장애인 재활센터 프로젝트가 다른 단체들

에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5년간 계속 2억 원씩 지원이라는 특혜를 

받은 것도 정치적인 것이며, 한국전쟁에 참여한 에티오피아를 우선 지

원하려고 한 것도 정치적인 결정인 것이다. 에티오피아에 대한 집중 지

원은 원조를 한국전 참전에 대한 보상행위로 규정하는 정부의 담론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국제개발 프로젝트는 국가지원전략이나 중장기 협력정책에 입각하

여 구상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선정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고 이 기본계획에는 국별, 분야별, 연차별 지원계획과 전략이 포함

된다. 즉 국별지원 전략과 분야별 지원전략, 연차별 계획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5개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다. 이러한 5개년 

기본계획과 분야별 기본전략은 2010년 12월에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를 통해 수립되었으며 이전까지의 사업들은 통합계획 없는 개별사업들

이었다고 할 수 있다.5) 그러므로 거의 모든 프로젝트들은 통합적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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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분야별 전략 목표가 없이 개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고 프로

젝트 수행 이후 사후에 국별 전략을 꿰맞추어 만들기도 하였다. 

모든 개발사업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계획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프로젝트를 왜, 누가,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가 계획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를 왜 하는가는 타당성, 유효성, 

영향력을 결정짓는 것이 되며, 누가,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는 효율성과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국제개발 프로젝트들은 계획 단계가 매우 취약하고 체계적

이지 못하며 사전 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전 조사연구를 심층적으로 하

지 않을 뿐 아니라 수원국 파트너와의 정책협의도 형식적이다. 상대국

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지식축적이 없이, 발전정책과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 협의도 없이 공여국 중심의 단발성, 가시성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하는 것이다.

2) 프로젝트 실행 단계

프로젝트의 실행은 각각의 상이한 사업 현장에서 직접 시행되는 복

잡한 과정이다. 자금과 물자, 상품과 기술, 인력과 지식이 동원되고 이전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실행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직접

적인 대면관계와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갈등과 불평등한 관계의 문제도 

드러나는 단계이기도 하다. 프로젝트의 실시와 수행과정은 차관계약, 

조달계약과 시공계약, 전문가 파견과 초청, 자금지출에 의한 물자와 예

산, 인력의 조달과 집행과정을 말한다. 보통 외부 전문가를 프로젝트 

관리자(PM)로 위탁하고 프로젝트 관리기관(PMC)을 입찰 선정하여 사

 5)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010. 10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기본계획(2011~2015)>을 마련

하였다. 여기에는 총 26개의 중점협력국 선정과 유, 무상원조 자금의 배분, 원조의 

비구속화, 한국형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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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실시의 전 과정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건축관

리용역업체(CMC)를 따로 선정하여 건축설계와 시공자 선정, 입찰과 

감리 등 모든 절차를 위탁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프

로젝트는 거의 한국산 물품과 기자재를 사용하고 아국업체가 설계와 시

공을 맡으며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의 조건부 원조(tied aid)이다. 

때문에 조달업체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아국 기업과 공공기관들

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사업 실행은 보통 한국과 해외

사무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PM, PMC, 조달업체와 시공

사의 선정 등 중요 시행계획과 입찰을 담당하며, 현지 공관과 해외사무

소에서는 사업수행과정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현지 정부 및 파트너들과

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업관리 지원을 맡게 된다.

<사례 1> 아프가니스탄 직업훈련원 건립 프로젝트는 총 천만 달러

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하여 직업훈련원을 건립하고 컴퓨터, 건축 등 6개 

공과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였다. 2002년 11월 KOICA 총재와 아

프가니스탄 노동사회부 장관 간에 동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협의의사록

(Records of Discussion, R/D)을 서울에서 체결하였고, 구상서(Note 

Verbale)를 교환함으로써 사업이 본격 착수되었다. 이어서 한국의 ㅇㅇ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설계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산업인력

공단과 직업훈련원 사업에 대한 용역계약도 체결하였다. 다음 해 

KOICA 총재가 카불을 방문하였을 때 아프가니스탄 노동사회부 장관

은 지방 훈련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KOICA는 

이를 수용하였다. 2003년 11월에 공사계약을 ㅇㅇ기업과 체결하였고 

시공은 현지기업인 ㅇㅇ건설이 하도록 하였다. 기숙사 건축 및 기자재 

공급에 관하여는 다른 현지진출 아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11명의 직업

훈련 전문가를 파견하였고, 24명의 교사와 관리자를 초청하여 연수하였

으며 기자재 선적과 검수, 교사양성 교재개발, 기자재 설치 기술자 파견 

등을 거쳐 2005년 7월에 직업훈련센터를 준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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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에 필자가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방문하였을 때 이 직업

훈련원 사업은 이미 준공되어 100여 명의 훈련생들에게 직업훈련을 실

시하고 있었다. 전쟁과 폐허상태의 고단한 일상 속에서 매일 밤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불안한 카불 시내에 왜 이토록 거대한 직업훈

련원을 지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필자는 여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아니나 다를까 훈련생들은 많은 훈련수당을 받고 호화로운 

시설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었지만 1년간의 교육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중도이탈과 포기가 많았다. 한국에서 초청하여 연수를 받

은 자들도 카불에 돌아오면 다른 일을 하거나 직업훈련원 교사를 포기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한국에서 퇴직했거나 경력이 많은 직업훈련 

교사들은 신변 불안에도 불구하고 특수지 수당을 받으며 카불에서 독신

으로 생활하였다. 직업훈련센터를 건축한 한국 현지기업 지사장과 기술

자들, 직업훈련 교사와 원조기관에서 파견한 사무소장은 늘 모여서 함

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협력과 유대를 다졌다.

사업실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였다. 직업훈련 장

비와 기자재를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카불로 운송 도중에 일부를 분실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테러 위협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

으며, 현장에 로켓포가 투하되어 작업자 일부가 철수하는 일도 벌어졌

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행정역량 부족으로 지속적인 업무 협의

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현지조달 자재 수급도 어려웠고 가격이 폭등하

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노동사회부 장관이 직업훈련원 건물의 

균열을 공식적으로 지적할 정도로 시공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아프가니

스탄 정부가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능력이 부족하여 일정

기간 사후관리가 필요했고 자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후속대책 마련도 필

요하였다.

<사례 2>의 베트남 IT대학 건립 프로젝트는 2003년 9월에 한-베트

남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이후로 급속히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그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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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업요청서를 접수하고 사업형성조사단을 파견하였으며 다음 해 3

월에 직업훈련 관련 고위관리자를 초청하여 연수를 시작함으로써 조기

에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 그 이후 불과 수개월 사이에 한국의 기술자

문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사전조사단을 파견하였으며 실시협의를 거

쳐 협의의사록(R/D)를 체결하였다. KOICA 출신 전문가를 현장 프로젝

트 관리자(PM)로 장기 파견하였으며 2004년 10월에는 우리나라 외교

부 장관과 베트남 투자기획부 장관 간에 정부간 약정(Arrangement)이 

체결됨으로써 프로젝트 실행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어서 건설

관리용역업체 선정, 사업시행자 선정,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을 거쳐 

2006년 1월에 기공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IT대학 건립 프로젝트도 실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이 있었다. 이 프로젝트가 정상 간의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부

처가 매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지만 베트남 측에서는 투

자기획부(MPI)와 우정통신부(MPT), 우정통신공사(VNPT), 다낭인민

위원회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파트너 부처와 기관 간에 복잡한 권력

관계가 있었으며 그만큼 협의과정이 어렵고 힘들었다고 전문가들은 말

한다. 다낭인민위원회가 부지 등 인프라 일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였으며, 원조사업에 대한 총괄 대외창구는 투자기획부이었지만 

실질적인 프로젝트 파트너는 우정통신부이고, 시공과 세부시업시행은 

베트남우정통신공사가 담당한 것이다. 또한 모든 기술자문과 용역, 조

달, 설계, 시공업체들이 모두 한국 업체들이기 때문에 한국 측은 의사소

통이 원활하고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평가하지만 베트

남 정부 입장에서는 100% 구속성 원조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업체와 

장비, 인력과 기자재를 사용할 수 없고 의사소통도 어려운 관계로 불만

이 많았지만 이를 표출할 수도 없었다. 구속성 무상원조 프로젝트가 수

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존중하지 않고 공여국의 원조시장을 키

우는 측면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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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과 <사례 4>의 NGO 사업 담당자들도 실행과정에서 어려

움이 너무나 많았다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NGO들은 건축시공과 관

련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없고 해당국가의 관련법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에티오피아 현지 건축전문가를 단기 계약하여 공사를 직

접 시공하기도 하였고, 베트남 진출 아국업체와 수의 계약하여 공사단

가를 높이기도 하였다. 베트남의 하떠이 성측은 현지 공개입찰을 요구

하였으나 한국 NGO가 한국 유력기업의 현지업체와 수의계약을 함으로

써 문제가 발생하였고, 건물의 소유권 이전 요구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필자가 현지 방문 당시 완공된 건물의 지반이 침하되고 벽에 

금이 가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시공업체가 추가 

보강공사를 하고 있었다. 

NGO들은 현지 주민들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과 헌신성이 

매우 높지만 프로젝트의 관리, 전문적인 문서작성과 행정력, 법적 재정

적 위기관리 능력에서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처럼 

프로젝트 현장 관리자가 신뢰할 수 있는 뛰어난 현지인 전문가인 경우

에는 많은 애로가 발생하여도 현지인 관리자가 현지 상황과 문화에 맞

게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지만 베트남의 경우와 같이 한국인이 프로젝

트 관리자가 되고 봉사단과 같이 경험이 부족한 파견인력을 통해 프로

젝트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노정시키게 된다. 장애인재활

센터의 베트남 측 소장은 하떠이성 인민위원회에서 파견한 공무원이고 

한국인 소장은 오래 동안 체류한 선교사 출신이다. 직원들도 베트남측

은 모두 공무원들이고 한국은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러한 협력관계에서 

보듯이 두 관리 집단의 지위와 문화차이가 크며 한국에서 파견한 봉사

자들과 한국인 소장이 장애인 재활분야의 전문성도 지니지 못했기 때문

에 사업 수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한다.

국제개발 프로젝트의 실행과정에서는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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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많다.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유상 차관원조 프로젝트인 마

닐라 남부 철도 프로젝트는 철도변 주변의 슬럼가 주민들을 강제 이주

시켜야 하는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이주한 곳

에서 3시간이나 떨어진 마닐라로 왕래하면서 매일 생계를 이어가야 할 

정도로 이주대책은 전무하였다. 그러니 주민들은 “철도변에서 살 때는 

위험했지만 이제 강제 이주한 이곳에서는 죽을 판이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잘못된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자신들

의 삶을 한탄하고 저항한다. 3만 6천여 가구나 되는 마닐라 슬럼가 주민

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마닐라 남부 철도 프로젝트 사례연구

는 개발 프로젝트가 국가와 주민관계, 공여국과 수원국간 관계에서 매

우 복잡하게 진행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Choi 2008).

3) 프로젝트 평가와 사후관리 단계

프로젝트 사업이 종결되면 태국기와 원조기관의 깃발을 날리는 거

대한 원조의례가 수행된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것은 바로 

이 준공식 혹은 개소식 행사를 통해서이다.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현지 

공관장과 KOICA 해외사무소장이 참석하고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준

공식에는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장관이나 원조기관장 및 고위관료들이 

참석하기도 한다. 물론 현지 언론과 방송사를 초청하여 준공식을 취재

하도록 하며 “한국 다낭에 IT 대학 설립”, “한국 KOICA 에티오피아 

농촌개발지원” 등과 같은 헤드라인 기사들이 나간다. 

그런데 프로젝트의 종료 이후가 더 문제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은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같이 성장 잠재력이 크고 재정과 원조 

흡수 능력이 우수한 국가는 그래도 사후관리가 잘 되는 편이지만 대부

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프로젝트 종결 이후에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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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이는 모든 것이 이전상태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폐기물이 되어 버

리는 경우도 많다. 아프리카 수단에 지어준 직업훈련원의 고가 장비와 

기자재는 모두 부패한 관료들이 되팔고 빼돌려 사라진지 오래이며, 부

지와 건물의 일부를 재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하기도 한다. 수천 개의 관

정을 뚫고 우물을 시공하여 주었지만 고장이 나면 수리할 돈도 관심도 

없으며 관리가 전혀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KOICA는 프로젝트 종료후 종료 평가를 시행하며, 2년이 지난 이후에 

사후평가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평가 주체와 평가방식은 더욱 문제이다. 대부분 제

3자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원조시행 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지 못하며 객관

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하기도 어렵다. <사례 1>의 아프가니스탄 직업

훈련원 건립사업도 KOICA 직원과 관련 전문가가 평가하였으며, 베트

남 IT대학도 NGO 프로젝트도 이점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평가는 정형

화된 틀과 평가지표가 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와 평가문서 양식도 거

의 동일하다.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나 주민들과 

같은 1차 수혜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 

대개 단기 신속 평가기법이 개발되어 사용된다. 아래에서는 필자가 <사

례 3>의 에티오피아 프로젝트 현장평가를 통해 관찰하고 경험한 것으로

서 인류학적 관점에서 한국의 개발 프로젝트가 현지인들에게 어떤 의미

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에이즈와 말라리아, 종족분쟁 등으로 ‘검은 대륙, 죽음의 땅’으로 상

상되는 아프리카는 ‘개발의 실험장’이다. 여행자들에게 아프리카는 원

시의 대자연과 세렝게티 초원의 심바(사자)와 사파리, 마사이족들의 화

려한 의례들로 상상되지만 적어도 개발론자들에게 아프리카는 저발전

과 절대빈곤의 대륙이다. 매일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조숭배 

의례(aid cult)의 현장은 충격적이다. 과거 식민지 시절 멜라네시아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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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조상신이 현현하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결국은 자신들의 조상신

보다 더 위대한 백인들이 화물을 싣고 나타났다. 화포와 배와 비행기와 

각종 서구의 상품들은 이들에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조상신들의 마나

(mana)와 같이 두렵고 신기하고 부러운 것이었다. 멜라네시아의 바누아

투와 솔로몬군도, 파푸아뉴기니 원주민들의 화물숭배의례(cargo cult)

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백인은 곧 화물이고 신(神)이었다. 조상신은 백

인들이 가져온 화물로 현현하였다. 이처럼 집단적이고 광적인 화물숭배

는 21세기의 아프리카에서 다시 원조숭배로 재현되고 있다. 백인들의 

원조물자와 백인들의 ‘개발 프로젝트’는 이들에게는 신이고 숭배의 대

상이다. 빈곤과 저개발, 원조 종속(aid dependency)을 영구화시키는 일

상적인 원조숭배 현상을 현장 방문 때마다 볼 수 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를 한국 정부는 특별하게 생각한다. 

기아의 나라이면서 이스라엘 솔로몬 왕과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의 사랑

이 낳은 유대인들의 자손들이 남아있는 특별한 땅, 에티오피아의 오로

미아 주 비쇼프트 농촌 마을에서 한국의 국제봉사기구는 500인의 식탁 

사업을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우리가 현장을 찾았을 때는 

이미 수백 명의 무료급식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이 어울려 한판 신나는 

축제를 하고 있었다. 물론 우리 방문자들을 환영하는 행사이다. 소와 

돼지를 잡았고 앰프를 크게 틀어 놓고 에티오피아의 춤곡에 맞추어 모

두가 광적으로 춤을 춘다. 어린이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장미꽃 한 다발

을 선사한다. 공식 환영행사가 시작되었고 마을 대표와 프로젝트 책임

자, 농촌지도자들이 나와서 감사와 환영 인사를 계속한다. 사회복지공

동모금회 사무총장이 답사를 한다. 다함께 노래를 부르고 또 다시 춤을 

춘다. 특별한 소고기 요리로 행사음식이 준비되었고 에티오피아 커피를 

진하게 다려서 방문자들에게 가져다준다. 

이곳에서는 국제봉사기구 직원들과 NGO 봉사단, 갈멜 수녀원의 두 

수녀님이 헌신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현지인 책임자는 뛰어난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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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리더십을 지녔고 현장 사업을 훌륭하게 해냈다. 당초 사업계획과 목

표보다 모든 측면에서 100%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형성했고, 에티오피아에 뛰어든 

한국의 NGO가 다른 유럽의 원조단체들보다 더 큰 신뢰감을 쌓는데 

성공했다. 

나는 현장에서 분에 넘치는 이상한 원조의례를 즐기면서도 나름대

로 독특하고 확실한 평가 과정을 진행하였다. 우선 현장사업 책임자로

부터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식 보고회를 하도록 했다. 이들은 사업 

초창기 때부터 부딪힌 정부와 신뢰 쌓기와 협조의 어려움, 느리고 복잡

한 행정절차, 협정 체결과정, 주민들의 불신, 현지 건축공사의 어려움들

을 모두 이야기했다. 나는 몇 가지는 격려하고 좋은 평가를 내렸지만 

몇 가지를 질문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를 들면 마을에 대한 기초

조사(baseline survey)를 안한 것, 수혜자 학생과 가정의 변화를 추적하

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고 이들은 자신들이 정신없이 사업을 추진하느

라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친 점을 인정하였다. 다음에 평가단 일행은 

프로젝트 사업 현장 곳곳을 살펴보면서 프로젝트 진행과정과 마을 주민

들의 역할, 참여도 등 여러 가지를 직접 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 물었다. 

그리고 수혜자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였다. 장님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

는 어린 소녀가장의 집, 농사일로 바빠 아이들만 남아있는 집들도 방문

하였다. 농촌 마을의 여러 가정을 방문하고 이들이 학교에 어떻게 다니

는지, 생업이 무엇인지, 무엇을 재배하는지, 한국봉사단체의 사업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나는 현장에서 관계부처의 책임자들도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

라고 요청했다. 정부부처와의 신뢰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 것이다. 지

방정부의 사회복지부, 농업수자원부, 교육부 등이 주요 파트너들이었고 

아주 어려운 고위공무원들 면담 주선이었지만 프로젝트 현지인 책임자

는 사회복지부 국장 면담을 쉽게 주선해 주었다. 국장을 만나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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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에 대한 평가, 500인 식탁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정부의 협력내용, 

협정체결과정의 문제점, 주민들의 반응 등을 청취하였다. 지방정부 국

장은 에티오피아 커피점에서 우리 일행을 특별히 환대하여 주었다. 프

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파트너십이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평가 과정으로서 집단 인터뷰(FGI)

를 실시하였다. 마을의 직접 수혜자 대표, 학교 교장, 촌장, 정교회 종교

지도자, 부녀회 대표, 학부모 대표, 사회복지사와 주민들 12명을 초대하

여 장시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집단 인터뷰에서 나는 이 프로

젝트로 마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이 프로젝트에 주민들이 참여

하고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자금 지원이 종료된다면 주민들

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집중 질문하였고 주민 대표들은 정말 

놀랍도록 이 사업에 대한 진지하고 열정적인 참여 의지와 협력 의사를 

밝혔다. “아이들이 배고파서 학교 못 갔는데 이제 모두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500인 식탁의 수혜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 모두 상위권이 

되었다”고 이야기 했고 학교 교장선생님은 “만약 급식사업이 중단된다

면 아이들이 학교를 떠날 것이고 자신도 교장직을 버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장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부녀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계속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매일 학교에서 노력봉

사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에티오피아 정교

회 사제는 “정말 이 사업으로 신께 감사드리고, 한국인의 도움으로 이제 

미래가 보이고 아이들이 밝아졌다. 한국인들에게도 축복이 함께 하길 

빈다”고 했다. 사회복지 공무원과 촌장은 다른 어떤 NGO보다도 한국

의 NGO가 인상적이고 한 가족 같고 협력적이며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한국국제봉사기구의 수녀들과 직원들이 

아이들에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이고 부모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마을 대표들은 이 무료급식 사업과 영

농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50헥타르의 농지를 추가로 무상으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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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약속하였으며 언제까지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

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찾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다음 날은 서류평가 작업에 착수하였다. 행정문서, 프로젝트 문서, 

회계증빙문서 등을 열람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서류평가를 통해 

이들의 행정체계, 업무방식, 정부 등과의 협조 방식, 한국 본부와의 커뮤

니케이션 방식, 현지조달과 자금집행과정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었으나 마을과 수

혜자들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가 없었고, 수혜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도 잘 구비하고 있지 못했다. 반면에 천명의 결연아동 사업에 관

한 인적자료는 잘 정리되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었다. 한국인들

이 매달 지원하는 결연아동들에 대한 신상정보와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한국 결연부모들에게 계속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서로 모

든 현지 직원들과 책임자들, 프로젝트 관계자들과 자원 활동가들과 함

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총평 시간을 가졌다. 지난 3년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미비한 점들을 향후 보완하도록 하면서 현장 평가는 마무리되

었다.

이처럼 인류학자가 참여하는 개발사업의 현장평가 과정에서는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과 수혜자들에 대한 면담과 참여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젝트 현장답사와 관찰, 파트너 집단과 이해관계자 집단 인터뷰, 수

혜자 가정방문과 면담조사, 집중적인 집단 인터뷰, 문서평가와 실무자 

인터뷰 등을 통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평가결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단기 출장과 현장방문 조사가 빈번히 요구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학적 단기 현장조사 및 질적인 현지평가 방법

론을 좀 더 상세하고 다양한 상황별로 매뉴얼로 만들어 다른 전문가들

에게 적극 배포하고 교육하는 작업도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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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인류학자와 국제개발에의 비판적 참여

이 연구에서는 인류학적 다지역 문화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국제

개발 프로젝트를 추적하는 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우리나라 국제개발 정책과 거대 담론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프로젝트의 실제 계획, 실행, 평가과정을 통해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변형, 조작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사례연구에서 보았듯이 우

리나라의 국제개발 정책과 담론은 아직 형성과정에 있으며 중장기 기본

계획이나 국별지원 전략도 마련하고 있지 못한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주목할 것은 한국의 국제개발 정책과 공적 담론들이 공여국 중심주의

(donercentrism)에 심각히 빠져 있다는 점이다. 수원국의 발전과 주민들

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과 가치보다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격을 제고하며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정책을 입안한다. 수원국이 원하는 것보다도 

한국이 제공하고 싶은 것을 주고자 하며, 현지조달보다도 한국의 상품

과 기자재,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고 판매하고자 한다. 철저한 구속성 

원조, 바이 코리안 방식의 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프로젝트 추적을 

통해 드러난다.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 평가과정에서 모두 이러한 일

방주의와 공여국 중심주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협의주의 방식의 국제원조 추이와도 배치되며 오너십과 파트너십을 가

장 중시하는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과도 상치되는 것이다.  

둘째는 국제개발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국제개발에

서의 권력관계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 평가과

정 모두에서 복잡한 권력관계가 나타난다. 복잡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에서 특히 한국 정부와 수원국 정부 간의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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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은 정상회의 의제에 개발원조 패키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프

가니스탄에서와 같이 난민지원과 같은 인도적 원조보다는 정부 고위관

료를 한국에 초청하고 전시 상황에 맞지는 않지만 가시적 성과를 통해 

개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축과 인프라 사업을 우선 추진하였다. 

공여국과 수원국의 불평등한 관계 뿐 아니라 원조기관과 전문가들의 수

원국에서의 컨설팅과 의사소통 방식,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도 불평등

한 권력관계와 권위적 문화가 드러난다. 대개 한국의 관료, 전문가, 기업

들은 현지의 파트너 기관 및 현지 전문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

고 협의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

다. 거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한국에서 하게 

되며 해외사무소와 현지 파트너들에게는 중요한 어떤 권한도 위임되지 

않는다. 

셋째는 프로젝트를 추적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의미체계와 수사학 및 

지배담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개발 프로젝트는 근본적으로 가치와 상

품, 자본, 기술, 인력이 결합된 복잡한 수단이고 과정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지배적인 가치체계와 담론이 드러나는데, 이 연구에서 보았듯이 

한국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들에는 국익우선, 신속성, 가시성, 선진국 의

식, 인정주의, 하향식(top-down) 효율성 등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지배담론과 가치체계는 호혜성과 인도주의, 지속성, 실효성과 영향력

(impacts), 수원국 존중, 객관적 타당성과 전문성 중시, 참여와 효과성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의 원조개혁 노력과도 상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발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한계,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사례연구에서 드러나듯이 한

국의 해외원조 사업은 철학과 목적, 정책과 집행방식, 프로젝트 관리, 

평가와 학습, 원조조직의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

하고 있다. DAC에 가입하고 대외원조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유상, 

무상 원조를 분리하여 계획, 집행하고 부처별로 목적과 사업 방식,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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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가 다르며, 지역지식을 축적하고 연구하는 전문성도 결여하고 있다. 

무엇이 발전이고 개발인지에 대한 자성과 고민이 없으며 한국의 개발경

험을 수출하고 전수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한국의 경험을 수용하고 배

우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개발경험이 지니는 특수성과 부작용, 시행착

오를 자성적으로 평가하고 국가마다 우리와는 상이한 발전의 길과 방식

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꺼려한다. 개발원조를 국가 이미지 제고와 세

계 중심국가 진입, 소프트 파워를 키우고 선진국이 되는 조건으로 생각

하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 개발주의의 종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자 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한계들

이 우리나라 개발원조 프로젝트의 여러 지점과 지역 추적을 통해 드러

난다. 

이러한 다지역 문화지를 구성함으로써 인류학자는 상황적 행동주의

자(circumstantial activist)가 된다(Marcus 1995: 113). 인류학자는 국

제개발과 관련하여 국가 원조정책의 지지자 혹은 비판자가 될 수도 있

으며 프로젝트의 발굴, 선정, 심사, 실행과 평가의 전 단계 마다 비판적 

참여를 통해 개발사업이 주민의 편에서, 지역지식을 활용하여 환경과 

인권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가 되도록 개입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인류학자의 개입은 문화지 연구를 넘어서 빈곤에 처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여국과 원조기관의 입장에서가 아닌 주변화된 개

발주체들의 입장에서 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으로 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논문접수일: 2010년 10월 15일, 논문심사일: 2010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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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ODA, multi-sited ethnography, engaged anthropology, aid 

dependency, international development, development 

anthropology

Follow the Projects: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Anthropological Engagement

    Lee, Tae Joo*6)

This article is an experimental ethnographic research to examine 

how anthropologists are engaging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whether there is any possibility of anthropological contribution 

to development as well as its meaning and constraints. The paper 

follows the four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applying the 

multi-sited ethnographic research method (Marcus 1995) to describe 

the concrete ‘aidscapes’ and to find out the complex power relations 

in the overseas Korean aid program, implemented in many countries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 and the 

other non-governmental charity organizations.

It is envisaged the motives, ideas, discourses and narratives, 

power relations, cultures of the consultancy and aid agencies, 

effectiveness and impacts of the aid projects can be identified by 

following the multi-sited projects which has been designed, 

* Associate Professor, Hans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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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ed, and evaluated in many countries by the many 

stakeholders. The paper analysed that there are many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unique culture of the Korean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donorcentrism, too much concern of flying flag, tied 

aid and buy-Korean policy. The power relation embedded in the 

projec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is very unequal and 

imbalanced between donors and recipients, experts and local peoples 

and there is not enough communications and dialogues between the 

parties related which hindering mutual understanding. The Korean 

development projects show various value chains such as visibility, 

national-interests, top-down, rapid and efficient approach of project 

implementation, nepotism and bureaucratic culture those are far from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Lastly, it is obvious that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s lack comprehensiveness, policy 

coherence, accumulation of local knowledge and specialties, and 

effectiveness.

Anthropologist, as a circumstantial activist, can not only 

contribute in making a better living conditions for the poor and the 

marginalized people but also in formulating good development 

policies by critical engagement with many ethnographic writings 

revealing the complex reality of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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