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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OECD/DAC에　가입할　정도로　한국의　개발원조정책이　외 으로　 목할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공 개발원조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한 이론 인　논의에는 익숙하지 않다. 이에　인도주의  가치를 시하는 보편주의와 자국의 국익

을 추구하는 특수주의 사이에서 한 인식론 　 충 을 찾고자　하는 이론 　논의를　이　연구

의　주요 목 으로　한다. 더 나아가, 개발원조　가치지향에　 한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

국제 력단의 청연수사업정책을 사례연구로 분석하여 한국에 한 시사 을 얻고자 한다. 보편성

과 특수성 사이에 변증법  통합은 크게 ‘보편  특수주의‘와 ‘특수  보편주의‘로 양분할 수 있으며, 

이는 공여국이 처한 국내 정치  상황과 국제  환경에 맞춰 인도주의와 국가이익  어디에 주안

을 두는가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일본의 경험은 두 충된 인식론 　가치의　변화가 잘 나타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990년   버블경제 이 까지는 빈곤감소와 같은 보편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

시에 일본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동남아시아에 원조정책의 을 맞추는 보편  특수주의의 사례를 

보여주는 반면, 버블경제 기 이후에는 ‘일본식 모델‘을 강조하며 이 특수 인　모델과　보편 인　

원조정책을 목시키려는 특수  보편주의의 노력을 보여 다. 

주제어: 공적개발원조, 보편성과 특수성, 인식론적 가치, 책임성, 일본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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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개발원조의 인도주의와 자국이익론

2009년 11월 1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

회(DAC) 가입심사 특별회의에서 24번째 회원국으로 승인됨으로써 2010년

부터 국제사회 원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 공여국 그룹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었다.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원조를 받던 원조수혜국에서 

OECD/DAC 소속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

험과 개발전략이 DAC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특히, 중장기 ODA 확대계획, 원조체제의 선진화 추진 노력, 

그리고 2011년 제4차 개발원조에 관한 원조효과 고위급회의(HLF-4)의 서울 

개최 노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화두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두 갈래

로 분열되는 가치의 혼돈을 맞닥뜨리게 된다. 빈곤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최

빈국들이나 지진 ․ 홍수 ․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는 제3세계 국가

들을 볼 때, 우리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긴급구호와 개발원조사

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반면, 한국사

회에서 소외되고 도태된 빈곤층에게 일차적으로 쓰여야 할 국세가 해외원조

로 유용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 단계에서 끊임없

이 반복되는 딜레마이며, 정책입안자를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개발원조 정책에 관련하여 합의된 가치를 도출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한국사

회에서 아직까지 요원한 일이다. 특히, 정권교체기나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서는 그 갈등의 수위가 매우 첨예해지고 정치적 변수에 따라 쉽게 개발원조

의 방향이 표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간극은 근본적으로 국제개발원조를 둘러싼 가치론

적 논쟁의 이중적인 구조와 직결된다. 다시 말해, 문제의 근원적인 시발점은 

개발원조에 대한 인식론적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곧 원조의 인도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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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이익론에 근거하여 다시 개별적으로 사회화되고 공고화된다(Hall, 1988). 

전자의 경우, 한국이 DAC에 소속된 신흥선진원조국으로서 인류 공동의 지

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압력이 상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ODA 양적 규모

를 2008년 순지출 기준 GNI 0.09% 수준에서 DAC 소속 여타 선진공여국 

수준인 GNI 대비 ODA 비율을 0.15%까지 끌어올려야한다.1 이에 정부는 

2012년까지 0.15%, 그리고 2014년까지 0.25%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원조규모 증대로 한국은 개도국의 빈곤감소, 지

속가능한 발전 및 유엔이 주도하는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계획)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주의에 기반한 외부압력은 국내 정치상황에서 발

생하는 내부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상쇄될 수 있다. 자국이익론이라 대표될 

수 있는 내부압력은 개발원조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국가이익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여론으로부터 정치적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최

수 , 2008; 정봉근, 2009). 이는 대외원조가 일방은 공여하고 상대방은 수

혜만 받는 자선행위로 보는 인식으로 국내에서 국가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

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정책이 미비할수록 더욱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내적 

정당성은 제한되고 축소된다. 국내정치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ODA 확대정책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해야하는 정부의 원조정책은 딜레마

에 빠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론적 가치의 차이가 개발원조에 배태된 존

재론적 가치를 전적으로 배제시킬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ODA를 기반으로 

하는 대외원조가 일국가의 외교역량과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수

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수

혜국의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외교적 실리도 얻을 수 있다는 충분한 

 1.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즉 공적개발원조의 정의는 DAC가 정하는 
개도국과 다자기구에 경제개발과 복지를 목적으로 국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적기구
와 그 집행기구가 제공하는 것으로 성격상 양여이거나 10% 할인율로 최소 25%가 
무상이어야 하는 원조를 가리키며(주동주, 2008: 65), ODA 형태 중의 하나로 기술협
력, 특히 국내초청연수사업에 관한 정책을 이 논문은 중점 사례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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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2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개발원조

를 둘러 싼 가치론적 인식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하

느냐에 있다. 즉, 개발원조정책이 인도주의에 입각한 명분과 국익이라는 실

리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국가전략으로 인식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논

의의 무게중심을　인식론적 분석에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DAC의 일원으로

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으로 유·무형

의 국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무조건의 자선이 아니라 계몽

된 대외투자라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규정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준비하

는 것이 급선무이다. 결국, 국내와 국제정세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면서 인

도주의와 국익도모를 전략적으로 절충하는 국가역량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가 이 연구의 주된 문제의식이다. 

아쉽게도 개발원조에 대한 인식론적 접근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과학계에

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주로 ODA에 관련된 기존 연구 성

과는 개발경제학을 중심으로 대외원조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효과

분석(이창재, 1995; 이계우·박지훈, 2007)과 국익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외교

정책수단의 일환으로써 대외원조를 조망하는 원조외교론(길병옥, 2003; 박인

휘, 2009) 등으로 나누어 압축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ODA 연구는 주

로 재정적 이전이 수원국으로 직접 투입되는 유·무상원조의 효과에 국한되어 

있으며, ODA 중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인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사업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3 기술협력분야는 수

원국의 인적자원을 교육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비재정적 지원을 통칭하며, 단

기간 내에 가시적으로 그 성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명분과 실리의 

이중적 가치판단 기준을 잘 조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교육 ODA의 한 종류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상대적으로 기존　연구 성과가 부족한 기

술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공여국이 수원국의 인적자원을 본

 2. 실제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경제규모 대비 세계
최고의 ODA 클럽으로 세계적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바로 이런 전형적인 경우이다.

 3. 통상적으로 공적개발원조는 크게 유상원조(Loan Assistance), 무상원조(Grant Aid), 

그리고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으로 나누며, 각각 다수의 작은 단위의 프로
그램으로 세분화된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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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초청하여 교육시키는 국내초청연수사업을 아시아의 선진원조국인 일

본의 사례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한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이중적 인식구조 분석에 있어 일본사례가 주는 

적실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압축적 경제성장을 성공적으

로 이루어낸 아시아 발전국가 모델로서 일본의 사례는 이와 비슷한 근대화 

경로를 걸어 온 한국에게 일본이 1950년대부터 주도해 온 대외원조와 기술

협력의 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는 의의가 있다. 둘째, 일본은 1990년대 버블

경제위기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공여국이었으나, 그 이후 점차

적으로 ODA 예산을 삭감하고 비용절감을 추진하는 등 소위 일본대외원조

의 위기설에 이르기까지 개발원조을 둘러싼 역사적 변화를 경험했는바, 신흥

공여국으로 시작하는 한국에게 인도주의와 국익의 이중적 담론을 상황에 따

라 적절하게 절충하는 방식에 관하여 좋은 선례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최근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이 국내연수사업 운 에 ‘일본식 모델‘을 강화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데, 과연 이러한 특수성의 강조가 일본의 개발원조정책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한국형 원조모델‘에 대한 전망을 간접적으

로나마 진단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개발원조의 인식론적 배경으로서 인도주의와 국가

이익으로 구분되는 가치의 이중적 구조를 다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로 환치

하여 비교하고 개념화하며, 더 나아가 개발원조에 배태된 가치지향의 차이가 

어떻게 대외원조정책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연결되고 원조정책의 방향

을 변형시키는가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형화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

다. 이와 관련된 사례연구로 일본 ODA의 기술협력과 JICA의 국내초청연수

사업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차후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인식론

적 토론의 건설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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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개발원조에 천착된 가치를 인도주의와 국가이익으로 대비되는 갈등적 담

론의 구조로 이해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의 보편적인 측면과 국익도모의 특수

적인 측면만을 극대화시켜 도식화하는 결과와 진배없다. 즉, 이러한 갈등구

조는 개발원조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양 극으로 연결하는 가치인식의 스펙트

럼 선상에 양 극단만을 취합하고 중간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조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를 의미한다. 논의의 범주를 역사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도주의와 국익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로 환치하고,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를 살펴봄

과 동시에, 이 두 상반되는 개념이 어떻게 변증법으로 절충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보편주의(Universalism)

개발협력의 보편성은 빈곤과 기아문제가 역사상 끊임없이 인류 공동의 척

결의 대상이었다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에 근거한다.4 기원전 4세기 아리

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 정치학(Politics)에서 “빈곤은 혁명과 범죄의 어버

이다”라고 설파했듯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빈곤문제가 정치적 변화와 사회

적 갈등의 진원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세기 초 토마스 모어(Thomas 

 4. ‘사회적 사실(社會的 事實)‘의 개념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케임(Emile 

Durkheim)이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나 집단의 성원이 개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부로부터 일정한 행위양식 ․ 사고양식 ․ 감정양식에 의하여 어떤 구속을 받는데, 이 
구속이나 위압을 가리키는 말이다(Durkheim, 1982).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쟁점화되
는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며,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
조화되고 내재화되었는지에 방점을 두는 사회적·집합적 성격을 지닌 구성주의적인 종
합물이라는 것이다(Mauss, 2002). 따라서 국제개발원조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수준 
그리고 그 이중적인 차이도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표상(表象)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사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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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역시 저서 유토피아(Utopia)에서 빈곤문제를 거론하며, 인간의 삶

의 조건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타파하고 삶의 행복

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 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우면서 

이상적인 행위로 간주하 다. 이런 보편성을 갖춘 복지사회에 관한 논의는 

근세에 들어와 18세기 정치사상가이자 현실참여자 던 국의 페인(Thomas 

Paine)과 프랑스의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

며, 산업혁명과 제국주의를 쌍두마차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던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서 파생되는 빈곤문제를 완화하는 기제로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가 

양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도입된다(Jones, 2005). 

이러한 개별국가의 복지국가 도입과 더불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개발

원조정책이 20세기 들어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탄력을 

받게 된다. 2차 대전 이후 제3세계에서 확산된 탈식민주의에 기반을 둔 신생

독립국가들의 원조요구, 냉전체제하에 좌우 이데올로기로 양분된 미 ․ 소동맹 

체제 유지를 위한 원조의 도구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서구 자본주의 하에 

종속시키기 위한 선진국의 전략적인 원조투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개발원

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면에 개도국을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하는 보편주의적인 개발원조의 가치가 존재한다

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Lewis, 1955; 임현진, 1993; Rapley, 1996). 이렇

듯 이질적인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가 보편성을 갖게 

됨으로써 자국중심의 이익추구에 기반을 둔 공여국의 전략적인 원조 목적은 

일정정도 탈국가적인 방식으로 구성되는 규범이나 제도주의적 족쇄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빈곤의 종말(The End of Poverty)의 저자인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가 주도한 유엔(UN) 중심의 MDGs 달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개발원

조의 보편성을 공유하기위해 조직적으로 범세계적 협력의 국제레짐을 형성

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Buchanan and Keohane, 2006; Deacon, 2007: 75).5 

 5. 1990년부터 2000년 9월 유엔총회의 MDGs 선언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국제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 다. 

1990년에 세계은행(World Bank) 주최하에 빈곤에 대한 세계개발보고서, 세계아동정
상회담,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에 관한 세계회의, 1992년에는 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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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유엔총회에서 개최된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유엔사무총장 코피 아

난(Kofi Annan)이 1995년 코펜하겐의정서의 5년간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선

포한 빈곤경감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8가지 새천년개발계획은 범지구적차

원에서 공유된 보편적 약속이자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공동책임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6 물론 MDGs의 달성이란 인류의 새로운 숙제는 기본적으로 구속

력이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인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새로운 역사적인 계기로는 손색이 없었다. 

빈곤퇴치와 이를 위해 개발원조가 보편성을 띠게 되는 데에는 국민국가군

이 주류를 이루는 국제기구의 노력과 더불어 초국가적인 사회운동과 이에 기

반을 둔 국제적 시민사회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조은, 2001; 임현진 ․ 공석기, 2006). 비국가행위자가 이른바 신사회

운동이라 불리는 생활세계의 초계급적 미시정치를 국민국가의 범주를 넘어

서까지 활성화시킴으로써 근대 국민국가 프로젝트를 거부하고 소위 ‘세계시

민사회’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아래로부터의 세계화(Globalization-from- 

below)’를 통해 조직해낸다(박길성, 1994; Falk, 1997). 대표적인 예로 초국

가적 사회운동 주체들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맞서 반

유엔환경과 개발 회의, 기후변화협약 체결,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진, 1993년에
는 비엔나 인권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 채택, 1994년에는 카
이로 인구개발회의,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인간안보 개념 제시, FAO의 식량안
보특별프로그램 시행, 1995년에 코펜하겐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 개최 및 20/20 이니
셔티브 제안, 북경세계여성회의, OECD/DAC 새로운 세계변화에 대응한 개발파트너
쉽 채택, 1996년에는 주빌레 2000 개최, 세계식량정상회의, OECD/DAC 21세기를 
위한 개발전략 발표,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 채택, Earth Summit+5 발표, 1998년에
는 유엔개발원조계획 도입, 1999년에는 세계은행의 포괄적 개발계획 지침 발표, 몬트
리올 세계시민사회회의, 글로벌 보고 이티셔티브 설립 등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성을 
확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연쇄적으로 개최되었다.

 6. MDGs의 8가지 목표는 (1) 2015년까지 제3세계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를 1990년 수
준의 50%까지 축소, (2)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들에게 보편적 초등교육 보장, (3)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수준에서, 2015년까지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젠더 불균형 제
거, (4) 2015년까지 현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을 3분의 2까지 경감, (5) 2015년까지 
현 산모 사망률을 75%까지 축소, (6) 2015년까지 HIV/AIDS,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7)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문제를 통합·추진, (8) 공적개발원조를 고채무빈곤
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s)의 채무탕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
록 권유하는 등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져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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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2001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세계사회포럼

(World Social Forum)을 조직하고 개도국의 부채탕감을 요구함으로써 선진

국의 대외원조정책이 인도주의적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긴

장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범지구적인 

압력은 결국 개별국가마다 능동적인 시민과 친복지적인 국가가 협력하여 공

익과 재분배의 가치를 지켜내고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끌어냄으로써 빈곤퇴

치의 가능성을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빈곤문제를 인류역사의 뒤안길

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주장으로까지 이어진다(Green, 

2008). 

결론적으로, 보편주의적 개발원조의 사회적 기원은 빈곤 퇴치라는 인도주

의적 규범에 내재된 역설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 개발원조는 당위적으로 실

현해야할 목표를 위해 기획되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실현이 불가능

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표와 결과에 괴리가 존재하며 그 간

극을 좁히기 위해 원조의 보편성이 재차 강조되고 보다 세련된 논리로 재생

산된다. 그러나 바로 이 현실적 괴리에서 보편성에 반하는 원조정책의 특수

성이 자리하게 된다. 

2. 특수주의(Particularism) 

주지하듯이, 보편주의적 사상의 뒷면에는 항상 국가적, 지역적인 특수성을 

강조하는 선별주의가 개발원조의 실질적인 집행원칙으로 이용되어왔다는 사

실을 예상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대외원조에 관한 특수성의 가

장 대표적인 선별기준은 어떻게 원조를 공여국의 국가이익과 연결시킬 수 있

는가에 있으며, 이러한 국익의 특수한 목적을 추구하는데 개발원조라는 인도

주의적 방식을 동원함으로써 국내 여론 조성과 함께 국내외 정치상황의 우발

적인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익추구가 개발원조로 표출되

는 방식에는 역사적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국면에서 집중적으로 목도되어

왔다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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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냉전체제동안 미국과 소련의 주도로 군사적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경제원조를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하 는데, 이는 바로 개발원조의 특

수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Bull, 1984; Ayoob, 1995; Kim, 2009).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전쟁피해국의 경제재건이나 이제 막 독립한 개도국

의 경재개발을 위해 선진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제원조는 단

순히 선의의 지원이 아니라, 미·소 양극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

에 부합하는 국가들을 동맹국으로 선별하고 이들에게 해외원조를 제공하는 

다분히 특수적인 목표가 개입된 개발투자정책이라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 끝난 직후, 소련이 동유럽으로 공산화의 역을 넓히려는 의도에 맞서 미

국의 트루먼(Truman) 대통령이 서유럽의 경제부흥을 위해 마셜플랜이란 대

규모 경제개발원조 조치를 단행했던 것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Wood, 1986).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공산화와 북한의 한국전쟁 도발

에 대한 전략적 대응조치로 일본을 미국의 동북아 전초기지로 삼고 경제원조

를 통해 일본을 전후 패전국에서 주요 자본주의 경제대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북한과 휴전선을 경계

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의 우방 중 하나로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반 된 원

조와 차관으로 수원국인 한국의 경제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둘째,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대처리즘 또는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관이 선진국의 경제운 논리를 지배하게 되면

서 개도국의 채무 누적 문제 및 구조조정정책에 개발원조를 조건부

(conditionality)로 연결시키는 이른바 ‘구조조정 차관’ 형식의 원조가 성행하

게 된다(Rapley, 1996). 개발원조 분야에서 신자유주의 흐름이 유입되었던 

이유는 1980년대 세계 경기침체와 멕시코와 브라질의 모라토리엄 선언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로 인해 선진공여국의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이 증가

되었고, 그 전까지 개도국의 채무경감을 위해 조치된 개발원조가 오히려 최

빈국들의 원조의존성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이었다(Riddell, 

2007; 박형중, 2007).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본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가장 

큰 저해가 되는 요소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부의 개입정책이라 간주하고, 시

장경제와 민간 경제주체의 자율성 강화가 개발의 관건으로 처방함으로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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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

(IMF)은 개발원조를 지원할 때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및 선진공여국의 

자본 회수가 용이하게끔 조절된 조건들을 연계시키도록 관례화하 다. 따라

서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 구축이라는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특수한 이해관

계가 개발원조기구의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하는 원조정책으로 현실화되면서 

과거에 주로 개별사업 단위의 개발프로젝트를 지원해오던 원조기구들이 거

시경제개혁과 연계된 구조조정을 앞세우며 수원국의 전통적인 역사적·문화적 

차이의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기획하게 된다(Hirschman, 1967; Easterly, 

2000).  

셋째, 냉전의 종식 이후에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굴레에서 벗어나 자본의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신흥원조공여국들이 등장함으로써 국제개발원

조에 배태된 또 다른 형태의 특수성이 주목받고 있다. 빈곤퇴치와 지속가능

한 개발이라는 보편주의적 화두가 국제사회에 확장되고 있는 반면, 새로이 

뒤늦게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뛰어든 신흥공여국들은 국익도모라는 전통적 패

턴의 ‘원조외교’를 2000년대에 들어와 다시금 재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

근 신흥 원조공여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식 원조모델을 들 수 있는데, 중국정

부는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국가나 지역을 주요 원조대상으로 선별하여 국

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양자 간 합의로 원조를 지원한다(남 숙, 2009). 

수혜국의 내정간섭을 지양하는 동시에 1995년 이후 자원과 에너지 확보 및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대외경제전략의 일부로서 해외원조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원외교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사례와 같이, 최근 외부로부터 원조를 받는 수원국이 다

른 개도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지위를 동시에 유지하는 신흥원조국

들이 속출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질서에 중상주의적 자국이익 추

구의 남남(南南) 원조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자국의 위상과 국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원국의 자원

과 노동력 이용을 원조의 조건과 연계시킨다면 한국의 원조외교는 수원국에 

대한 경제침략의　또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분석도 나오

고 있다(정상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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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 가지 유형 이외에도 공여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투 되어 

있는 개발원조는 광범위하게 특수주의라고 범주화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

이라는 인도주의적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어있어 외적으로는 보편성을 강조하

고 있지만, 이 보편성 내면에 숨겨져 있는 공여국의 경제외교나 정치·군사적 

거대전략(grant strategy)의 한 실리적 형태로서 개발원조정책이 특수화됨으

로써 현실적인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물리적·제도적 장치가 동원된

다. 다음은 이와 같은 특수성을 보편주의적 개발원조와 접목시키는 변증법적 

논리의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인식론적 절충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3. 특수적 보편주의, 보편적 특수주의

앞서 언급하 듯이, 극단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 어느 한 쪽에 편중되어 

국제개발협력을 인식하도록 강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발원조의 일그러지

고 왜곡된 상을 만들어낸다. 개발원조가 보편성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자칫 지금까지 정부의 대외원조정책을 지지해 오던 국내정치적 기반들이 흔

들리거나 심지어는 원조정책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즉, 철저히 

보편주의로 점철된 인도주의적 원조정책이 대외적으로는 찬사를 받을 수 있

으나,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격리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

된 빈곤층을 중심으로 계급갈등이 원조정책의 보편성에 도전하게 되고 더 나

아가 선거를 통해 집권당에 대한 정치적 재평가까지 도모하는 국내정치의　

심각한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개도국의 누적 채무가 

증가하여 수원국의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공여국의 국내 사회 ․ 정치세력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게 되며 이는 1970년 

중반의 1 ․ 2차 석유위기와 1980년대 중남미 국가의 채무누적 위기, 그리고 

1990년 후반의 아시아 외환위기에서 목격하 듯이 세계경제의 위기가 직접

적으로 개발원조의 세계적인 감소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공여국의 특수성을 극단적으로　반 한 개발원조

는 반대로 원조를 제공받는 수원국의 제도적·문화적 특수성이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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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됨으로써 과거의 종속이론이 주장했듯이 수원국이 경제적 원조 식민지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국제개발협력의 과도한 국익추

구는 결국 미시적인 개별국가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개발원조의 보

편성을 이용하는 국수주의적 경제전략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특수성에 경

도된 개발원조는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통해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감소하

려는 국제개발협력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진다(Escobar, 1995). 

문제의 관건은 어떻게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양 극단에 경도되지 않

도록 개발원조의 가치를 조율하는 통합적 사고를 조성할 수 있느냐에 있다. 

다시 말해, 맹목적인 인도주의나 이기적인 국익증대로서의 개발원조가 아니

라 국가 안팎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개발원조를 효과적으로 지속

할 수 있게 만드는 국정관리 및 다자간 협력적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

(governance)’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통합은 현실적으로 특수성과 보편성 중 어느 편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절충

하느냐에 따라 크게 ‘특수적 보편주의’와 ‘보편적 특수주의’ 두 가지 유형으

로 세분화할 수 있다. 

‘특수적 보편주의’는 공여국의 특정 이익이나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

융기구들이 추구하는 특정 목적이 인도주의적 개발협력의 보편성과 상생관

계로 양립하도록 통합 ․ 관리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유형의 개발원조 시작단

계에는 공여주체가 도모하는 특수적인 원조 목표에 다분히 무게가 실리지만, 

이를 보다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

조의 기본형식과 원칙이 필요조건으로 반드시 수반된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개발원조가 특수한 이익추구로 경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러한 보편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여국 또한 그 기준 

하에서 어느 정도 국익도모를 위한 개발원조의 자율적인 운 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수적 보편주의는 공여국이 개발협력과 관련된 규범적 논의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동향에 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요

구되어지며, 새롭게 등장하는 국제적 원조규범에 공여국의 특수한 개발정책

이 적절하게 접목·조율될 수 있도록 만드는 지속적인 관리기능이 제도화되어

야 한다. 국제사회가 부여하는 개발원조의 보편적 척도 중 대표적인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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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OECD/DAC 주도하에 파리에서 개최된 원조효과 고위급국제포

럼(HLF-2)에서 파리선언으로 공식화된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 5원

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원조집행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반성에 기초

하여 수원국 중심의 원조집행과정과 능력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공여국 

ODA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OECD, 

2008). 파리선언의 원조효과성 5원칙은 (1)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고양, (2)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의 상호조율(alignment), (3) 

공여국간의 원조 조화(harmonization), (4) 성과지향적 관리(managing for 

results), (5) 상호 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고취를 핵심 개념으로 구성

하여 이를 위한 실천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각국의 실제 집행 상황을 주기적

으로 보고하도록 감시하여 원조효과를 제고하는 일련의 조직화된 정책협력 

기제라 할 수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08: 127-129; 정봉근, 2009).7 특정 국

가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시작한 개발원조정책이 위에 기술한 원조효과성 5

원칙에 부합되도록 조율되고 실천된다면,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자국이익주의

는 원조효과성 제 원칙들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약속의 이행에 의해 원조의 

편협적인 운 이 제한되고 거버넌스 효과는 반대로 증가하게 된다. 

반면, ‘보편적 특수주의‘는 개발원조와 관련하여 보편성을 가지는 정책의

제(agenda)로부터 시작하여 그 선택된 보편적인 의제의 범주 안에서 공여국

의 특수한 개발전략을 조율하거나 수원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전반적인 

개발원조의 방향이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균형 잡힐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환경과 같은 범지구적이면서 

인도주의에 근거한 보편적 의제는 국제사회의 어는 국가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여국의 개발원조정책 전면에 전략적으로 내세우기 용이

 7. 원조효과성의 5원칙은 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아래 단계에는 공여국 
간의 조화로운 협조로 현장업무를 공동 진행하거나 국가차원에서 공동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원칙이, 중간 단계에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상호조율로 
구속성 원조(tied aid)를 축소하고 원조지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원칙이, 가장 상
위 단계에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수원국 주도하에 개발원조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원칙이 3단계로 위치한다. 각각의 개별단계들을 결과지향의 원칙과 상호책
임의 원칙이 보완함으로써 원조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
다(유성상 외, 2006: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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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러한 보편적 의제는 또한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공여국

이 자국의 특정 이해관계를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일각에는 이러한 보편적 특수주의가 공여국이 보편성이라는 겉포장을 전략

적으로 이용하여 특수성의 실리를 챙기는 수단이 된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비록 겉포장이라도 공여국의 특수성이 보편적

인 의제에 부합되도록 조율된다는 필수적인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수성

의 극단적인 추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개발협력 관련기구들이 

추진해 온 원조조건의 부여방식의 전환을 들 수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에 걸쳐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개발도상국 정부에 원조의 조

건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일률적(one-size-fits-all)으로 처방하 지만, 

1999년부터 빈곤의 통합적 접근이란 기치 하에 ‘빈곤감소 전략보고서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를 실시함으로써 보편성을 지

닌 빈곤퇴치를 원조의 조건으로 전제하고 수원국의 국가제도와 정책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빈곤감소의 지름길이라 간주하게 된다(World Bank, 

1998; Burnside and Dollar, 2004). 즉, 경제위기를 맞은 개도국에 긴급구호

자금을 원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구조조정의 강요보다는 빈곤감소와 같

은 보편적인 의제를 빌어 수원국 정부의 사회경제개발정책이 자발적으로 공

여국이 원하는 구조조정 등의 제도개혁을 실시하고 빈곤감소에 대한 실질적

인 국가적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

터 새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과제로 

급부상한 개발도상국의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에 대한 쟁점도 보

편적 특수주의의 좋은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Sen, 1999; Alkire, 2002). 원

조의 효과가 수원국의 제도 수준개선과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전제 하에, 수

원국의 보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개개인부터 기관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 사회적 능력을 함양시켜야한다는 취지에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경제활동과 복지혜택을 연계하는 사회정책 마련을 개발원조 제공의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Hall and Midgley, 2004). 이로서, 빈곤감소와 역량

개발과 같은 보편주의적 가치지향을 전제로 공여국의 원조조건을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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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법은 수원국 정부가 특수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데에 상대적으로 거부감

을 드러내기가 어려우며, 보편적 가치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특수한 조건

들은 실제로 포괄적이면서도 수원국 현지 중심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

획되는 경우가 많아 개발원조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적절히 절충된다고 할 수 

있다(Fukuda-Parr et al., 2002). 

결론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론적 가치의 이중적 잣대라 볼 수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서로 섞일 수 없는 상반된 개념으로 성급하게 단정 

짓기보다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원조수용 상황에 맞게 보편성과 특수성을 어

떻게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절충할 수 있는 지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더

욱 절실히 필요하다. 특수적 보편주의와 보편적 특수주의가 뚜렷하게 구별되

는 적확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명쾌하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 공여국이 처한 

국내외적 역사적 상황과 개발원조에서 발생하는 책임성의 정도에 따라 두 절

충적 가치지향의 조건을 정형화할 수 있다. 

III. 개발원조의 가치론과 책임성(Accountability)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개발협력의 가치를 보편성과 특수성 중 어디에 

집중해서 두는가에 따라 원조의 방향성과 성격이 바뀌게 된다. 개발원조에　

관한 인식론적 가치관은 공여국의 원조정책에 향을 미치게 되지만, 좀 더 

논의를 확장하자면 그 원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책이전(policy transfer)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성의 문제에까지 향을 주게 된다. 책임성이란 화두

는 개발원조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원조로 

인해 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어야하는가에 대한 규범적 논의이다

(Keohane and Nye, 2000).8 개발원조는 보통 그 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8. 책임성(accountability)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특정 국가 정부의 거버넌스 기능
과 기업 내부의 기업지배구조 및 지구적 차원에서는 국제기구의 소위 글로벌 거버넌
스를 다루는 연구에서 최근에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 다. 주인-대리인(Principal- 

Agent) 모델에 의해 국가에서는 정부가, 기업에서는 CEO가, 국제기구에서는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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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발원조의 보편성, 특수성, 그리고 책임성

이중으로 병치되는데, 우선 직접적으로 수원국의 원조수혜 대상자들에게, 그

리고 공여국의 자국 국민 및 국내여론, 특히 최저생계 빈곤층에게 간접적으

로 책임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최근에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권리중심 

접근법(Rights-based approach)’에 의해 개발원조는 보다 현지 중심적으로 

그리고 현지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내재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여자는 현지의 사회정치적 시스템과 행위자가 실질적인 개발의 주

체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다

(World Bank, 2005; OECD/DAC, 2006; Jordan, 2007). 따라서, 개발원조

를 통해 공여국이 감당해야하는 책임성의 대상은 국내정치상황과 수원국으

로 양분되는 이중적 구조로, 공여국이 제시하는 책임성의 수준과 국내·국외

에서 요구하는 책임성의 수준이 적절히 조율되지 않으면 공여주체가 추진하

려는 원조정책 수행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 대내외 차원에서 발생하는 책

임성의 괴리(accountability deficit)에서 오는 압박감 때문에 공여국 정부는 

원조정책의 방향을 보편성과 특수성을 양 극으로 하는 인식론적 가치관의 스

펙트럼 상에서 좌우로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국익과 인도주의적 명분을 절

원회(Executive Board)가 각각의 정책집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논리를 기본으로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기위한 다양한 제도적 투명성 기제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
다. 특히, 국제기구나 국제 비정부기구(NGOs)와 같은 경우는 국가나 기업과 달리 중
앙집권의 행정력을 소지하고 선거를 통해 정당성이 부여된 대리인이 뚜렷이 존재하
지 않은 관계로 끊임없이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Held, 

2005).

보편성

•책임성의 범위 
 확장 ․ 집중도 저하   
•공여국 국내정치적· 
 재정적·사회여론적 
 지지도 양호

특수성

•책임성의 범위 축소 ․
 집중도 확대
•공여국 국내정치적 ․
 재정적 ․ 사회여론적 
 지지도 위기

원조에 대한 인식론적 가치관 스펙트럼

보편적 특수주의

특수적 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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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시키는 균형점을 찾게 된다(Keohane, 2003).

<그림 1>이 보여주듯이, 국제개발협력의 인식론적 가치지향이 보편주의에 

가까울수록 개발원조의 책임성이 적용되어야하는 범위는 확대되는 반면에　

그 확장정도에 비해 원조 대상국 개별 단위에 대한 집중도는 점차 떨어지게 

된다. 보편적인 의제를 가지고 특별한 제한 없이 수원국을 정하기 때문에 그 

원조의 향 하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절대적으로 넓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지만 인도주의적 원조라는 특성상 공여국에 책임을 요구하는 강도는　

양자간 원조나 구속성 원조(tied aid)보다 약화된다. 대내적으로 이러한 형태

의 인도주의적 원조가 가능하려면 자국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보편

적인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집행을 지지하는 국내정치적 지원이 원활히 안정

적으로 동원되고, 개발원조를 위한 물리적인 재정적 예산이 확보되어야하며, 

국내여론 또한 정부의 인도주의적 원조에 호의적이어야 한다. 정치적인 혼란

과 경제적 위기가 팽배한 사회에서는 보편주의적 가치관이 특수주의적 가치

보다 우세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다시 말해, 국내정치적 상황이 안정적

인 정치시스템과 동시에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보편주의

에 가까운 개발원조정책이 조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여국의 전략적 원조 목

표를 재구성하는 보편적 특수주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편주의

적 원조정책으로 책임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특수주의의 경우보다 심각하

게 사회적으로 표면화되지 않기 때문에 공여주체는 더욱 보편주의적 성향의 

가치지향에 의존하게 되며 보편적 특수주의가 이에 현실적인 인식론적 절충

점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반대로, 가치지향이 특수주의에 근접할수록 책임성은 선별된 지원 대상에 

국한되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축소되지만 그 축소된 대상에 대한 

개별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즉, 기획된 개발원조 프로젝트에 적

합하다고 판단되어 선택된 특정 수원국을 대상으로 원조가 제한적으로 제공

된다는 점에서 공여국이 책임지게 되는 대상의 범위가 선택된 수원국과 공여

자 본국의 유권자에 한정되어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책임성

의 범위가 좁아지는 만큼 특수주의적 개발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피해를 보는 수원국과 국내여론의 비난에 대한 공여주체가 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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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책임성의 강도는 보편주의의 경우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특수주

의적 원조정책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성의 후폭풍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여국 정부는 보편주의적 색채의 인도주의적 요소를 접목하여 책임성의 대

상을 상대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책임성의 강도를 희석시키는 특수적 보편

주의의 전략적인 효과를 꾀하게 된다. 이렇게 특수성에 일정 정도 경도된 원

조형태가 형성되는 조건은 공여국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여 해외원

조정책에 일관성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어려울 경우, 재정적으로 원조정책을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수행하기에 여유롭지 않을 경우, 또는 사회여론의 분위

기가 인도주의적 대외원조에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경우로 압축될 수 있

으며, 특수적 보편주의를 선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여주체의 책임성 

소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동시에 절제된 보편주의 하에서 공여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수적 보편주의에 가까운 

사례는 특수한 국가이익을 개발원조정책에 전략적으로 투 시키는 신흥원조

공여국이나 선진공여국 중에서도 국내적 상황이 보편주의적 원조정책에 보

수적으로 바뀌는 경우에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공여국의 개발원조정책은 보편적 특

수주의와 특수적 보편주의 사이에 혼합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

턴이며, 본고에서는 일본의 선진원조사업 중 일본국제협력단(JICA)이 1960

년대부터 실시해 온 국내초청연수사업을 보편성과 특수성이 혼재된 개발원

조에 관한 사례연구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JICA 

사례에서 분석하려는 논점을 조금 가공하자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버블경제위기 이전에는 자민당 일당체제의 장기집

권으로 국내정치구도가 안정적이었고,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풍요로

움과 경제외교전략으로서 ODA정책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특수성보다

는 보편성을 더 강조하는 보편적 특수주의가 이 시기 일본 ODA, 특히 기술

협력정책의 주요 특징이었다 할 수 있다. 둘째, 버블경제 위기 이후 일본은 

장기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자민당 장기집권의 불안정한 유지와 대외원조에　

대한 대국민 동의기반이 흔들리면서 일본적 특수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특

수적 보편주의로 전환되었다. 일본의 기술협력정책의 역사적 경험은 국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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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협력에 관한 가치지향의 이중적 구조를 봉합하는 두 가지 전략을 모두 보

여주는 사례로 향후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V. 사례연구: 일본국제협력단(JICA)의 초청연수사업

일본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혹자는 ‘상업원조’라고 비꼰다. 지난 20년간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편중된 ODA를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동

시에 OECD 가입국 중 ODA 최대공여국의 위치에 있는, 이는 마치 이윤추

구를 일삼는 거대기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도 타 기업의 모범이 될 정도

로 사회계몽의 역할까지 도맡아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비유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위기와 2009년 8월 자

민당의 중의원 선거참패로 민주당 하토야마(鳩山由紀夫) 정권이 집권함에 

따라 방만했던 정부지출에 대한 반성으로 불필요한 정부예산을 줄이기 시작

하는데 그 중 국제협력개발기금 재평가와 예산축소 및 구조조정이 중요한 이

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는 일본 ODA정책이 1990년

대 초반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전환점은 개

발원조에 대한 보편성-특수성 관계의 인식론적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

한 일본 국제협력개발정책의 변화를 그 핵심 집행기관인 JICA의 ODA 활

동, 특히 기술협력정책의 초청연수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 ODA정책의 구조

일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시작은 1950년 1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개최되었던 콜롬보 계획(Colombo Plan)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연방 소속 선진국들과 일본이 채택한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

아지역 개도국에 대한 협동적 경제개발 지원협약인 콜롬보 계획에 의거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가치지향의 이중적 구조   87

1954년 기술협력 프로젝트(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를 일본 정부가 

설치함으로써 일본 최초의 ODA 기술협력정책을 기획 ․ 집행하게 된다.  

1974년 8월 해외기술협력단(Oversea Technical Cooperation Agency), 일본

이민국(Japan Emigration Service), 일본해외협력봉사단(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등을 통합하여 기술원조와 무상원조를 포괄적으로 

실행하는 경제사회개발 협력기관으로 일본국제협력단(JICA)이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일

본 ODA정책도 급속도로 확장일로에 있었으며 1994년 JICA 사업에 참여자

의 수가 1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일본 대외경제정책에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아간다. 2003년에 공적개발원조헌장을 개정과 함께, JICA의 지위를 공적

기구에서 독립행정기구으로 승급되어 보다 자율적인 지위가 보장되었으며, 

2008년 11월부터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유상원조 부분과 JICA가 통

합되어 더욱 강화된 새로운 체제의 JICA가 유·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을 통합

적으로 총괄하고 통일적으로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JICA가 담당하는 ODA는 크게 무상원조(Grant Aid), 유상원조(Loan 

Assistance), 그리고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으로 구분되어 집행되

는데, 주로 수원국 정부와 원조협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자 간 원조를 담당한다.9 주요 업무 내용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간 기술협력 실시, 청년외국 협력단 파견 및 초청연

수, 지역사회개발, 농립업 ․ 광공업 개발에 대한 투융자, 개도국으로 이주하는 

노동자 원조, 기술협력을 위한 인재육성, 무상자금 협력 실시 등으로 광범위

한 주제를 기획한다. 이 중에 기술협력사업이 일본이 가장 오랜 경험을 가지

고 있는 ODA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의 구조는 다시 크게 초청연수

교육(Training), 전문가 파견(Dispatch of Experts), 그리고 기자재제공

(Equipment)의 세부분야로 나눌 수 있다(JICA, 2010). 이 중 가장 풍부하게 

축적된 일본식의 노하우를 찾아볼 수 있는 분야는 초청연수사업으로 대표되

 9. 양자 간 개발원조와 더불어, 다자간 원조협력은 주로 일본 외무성이 관리하고 있다. 

외무성은 법적으로 ODA에 관련된 실행기관들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JICA의 원조프로그램의 선정과 실시에 있어서도 최종승인자로 외무성과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日本外務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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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OFA (2009: 47).

<그림 2> 일본 공적개발원조 예산과 기타예산비용 추이비교(단위: 100백만 엔)

는 인적자원개발로서 이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 ODA의 한 방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黒田一雄 ․ 横関祐見子, 2005).

일본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인식론적 가치지향을 연구하기위해 JICA의 초

청연수사업을 중점사례로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2003년 개정된 JICA 공적개발원조헌장에 일본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으로 인도주의적 보편성과 국가이익을 반 해야하는 특수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즉, JICA의 ODA 목적이 국제사회의 개발과 평화에 기여함

과 동시에, 일본의 안보와 번 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면에서, 

헌장에 명시된 공적개발원조 우선순위에 보편성과 특수성이 혼재되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서로 상충되는 목적이 어떻게 조합되어 왔는지 기

술협력정책의 역사적 변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개발원조부문 정부예산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으며, 2008년 예산은 

1997년 대비 40%까지 대폭 감소되었다(<그림 2> 참조). 심지어, 2009년 하

반기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면서 2010년 일본 정부예산안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책정되는 예산은 5% 이상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JICA에 지원

되는 정부예산이 축소될수록, 유·무상원조와 같이 직접적인 재정적 원조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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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OFA (2009: 46).

<그림 3> 2007년 일본 양자간 ODA 현황

거리가 있는 기술협력이 ODA정책의 주 대체사업으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중 수원국 개발전략수립에 직결되는 인재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청연수사업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셋째, 실제로 <그림 3>이 보여주듯이, 

2007년 일본 양자간 ODA 총지출 기준으로 유상원조가 가장 큰 49%를 차

지하지만, 순지출로 환산하면 기술협력에 투자된 비용이 61%로서 가장 크고 

유상원조는 4%로 아주 경미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JICA가 집

행하는 ODA의 실질적인 주요 종목은 기술협력사업으로 그 중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수원국의 연수생을 국내로 초대하여 교육시키는 국내초청연수사업

이 경제위기 이후에 비용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더욱 중요한 개발원

조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Kamibeppu, 2002). 

2. 일본식 초청연수사업의 성격변화  

JICA의 국내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본의 ODA정책에 녹아 있

는 개발협력의 가치지향점을 분석하기 위해 일본 전후 역사를 크게 버블경제

위기 이전 단계와 그 이후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 시기를 

1990년대 초 버블경제위기 전 ․ 후 두 단계로 크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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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기로 일본 사회의 국내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일본의 

개발협력정책 또한 이에 따라 그 방향성의 변화가 모색되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이미 1980년대에 돌입한 저성장단계에서 기업의 과도한 부동산 

매입과 1986년 플라자 합의에 의한 일본 엔화 평가절상으로 수출이 위축되

면서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버블경제위기가 일본 경제에 불어 닥침으

로써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정치적으로도 전후 일본 정치사에 있어 처음으로 1993년에 호

소카와(細川護熙) 연립정부가 자민당의 40여년에 걸친 장기집권을 무너뜨림

으로써, 기존의 보수정치에 길들여져 있던 일본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역사

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변화에 국민 개개인의 개발

협력정책에 대한 지지도도 부정적으로 돌아서게 된다. 일본 전후 역사에 있

어 이렇게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ODA에 관한 정부지침에 변화를 동시에 

요구한 시기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1990년 초를 전후로 시기를 구분하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두 역사적 단계에서 일본 개발원조정책의 기본 

노선이 정치적 ․ 경제적 조건과 맞물려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어떻게 원

조의 가치성을 형성해가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좁게는 JICA, 넓게는 일본 국

제개발협력의 인식론적 가치가 어떤 경로의존성을 보이면서 변화하여 왔는

지 알아보도록 한다. 

(1) 버블경제위기 이전: 보편적 특수주의?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전후처리과정에서 미군정의 통치하에 전

쟁, 군대보유, 교전권을 포기하는 평화국가가 되고, 전후 평화적인 외교정책

의 주요 채널 중에 하나로서 해외원조사업을 십분 활용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개도국 개발원조라는 시혜적 이미지를 연결시켜 왔다. 1978년 일

본 외무성이 편찬한 책 The Current State of Economic Cooperation, and Its 

Outlook: The North-South Problem and Development Assistance을 보면, 고속

성장기 일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와 번 은 오직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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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전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개발도상국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은 오로지 개도국과의 무역을 

통해서만 천연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과 일본의 상호의존성의 

밀도는 매우 높다. 그러므로 개도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

의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JICA는 1974년 설립이후 줄곧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위기까지 이러한 

일본정부의 ODA 기본노선을 대표하며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역

할을 담당해 왔다. 이는 일본의 경제성장과 평화안전이라는 국가이익의 특수

성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원조를 수단화하는 전형적인 대외경제정책의 전략

화차원에서 비롯되는 원조외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할 지

점은 이러한 특수성에 배태된 ODA 정책을 실제로는 제3세계 국가의 빈곤

감소, 경제발전, 가난으로부터 탈출이라는 보다 인도주의적인 슬로건 하에 

포장하여 외부로 선전하 다는 것이다. 일본식의 경제모델을 일방적으로 주

입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빈곤감소와 같은 범지구적 이슈를 

일본 ODA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현안이라고 밝힘으로써, 수원국 입장의 경

우 JICA가 추진하는 초청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형성

될뿐더러 일본의 경제성장 경험을 배울 수 있다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점까

지 있어 다분히 매력적인 연수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의 

JICA가 행한 모든 연수사업을 일괄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다분히 보편

주의적 성향의 기조를 가지고 개도국 산업지도자들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교

육함으로써,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연수생들이 일본식의 개발정책을 도모하

여 일본의 잠재적인 원자재와 노동시장으로 편입된다는 특수주의로 환원되

는 ‘보편적 특수주의’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고속경제개발 시기에 있어 일본 ODA 초청

연수프로그램의 수혜 대상 국가들의 분포를 보면 주로 아시아, 특히 동남아

시아에 집중되어 있었다(박홍 , 2001). 1970년대에는 98.2%가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연수생들이 집중되어 선발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70.5%, 1990년

대에는 59.3%로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타 지역과 비교해보면 월등히 아시

아 국가들이 일본 ODA의 수원국으로 특혜를 누려왔다. 빈곤퇴치를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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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OFA (2009: 47).

<그림 4> 일본 ODA 대상 수원국 지역별 분포

여 보편주의적 의제를 설정하고 세부 원조사업에 해당되는 대상국을 선정할 

때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했었다면, 선별된 수원국들의 결과 또한 전 세계적

으로 고르게 분포되었어야 했지만, 동남아시아지역에 수원대상국들이 집중되

어 있다는 통계자료는 이 특정 수원국 집단에 공여국인 일본의 전략적인 이

해관계가 보다 집중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아세안을 비

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시부터 시작된 다층적인 

구조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보편주의적인 개발원조를 동남아시아 국가

들이 전용할 수 있도록 특수한 원조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성한 점도 없지 않

다. 남아시아 내지 동남아시아 지역은 2차 대전 기간 동안에도 일본에게는 

지정학적으로나 에너지전략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충지인 관계로 일본 기업들

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개발원조가 이용될 뿐만 아니라, 전쟁동안 이 

지역에서 일본군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일정정도 인도주

의적 성격의 원조도 섞여 들어 있다는 면에서 보편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일

본의 특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시해야한다.  

이처럼 ‘보편적 특수주의’ 성향의 ODA정책이 가능했던 일본 국내적 이유

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후 빠른 속도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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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 온 고도경제성장을 계속 이어가기위해서는 무역의 확대를 위한 개도국

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위한 개

발원조 제공에 쓰일 충분한 정부예산이 전략적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가능

하 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JICA가 추진하는 ODA정책은 양

적으로 확대되고 목표의 다양화를 추진함으로써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국한

되어 있던 수원국 분포가 점차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으로 확장되어가고, 장단

기 연수사업이 다변화되면서 개도국 차세대 리더들의 개인능력 고취 및 간접

적으로나마 지일파를 양성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둘째, 일본 집권당인 자민

당의 장기집권이 1955년 이후 국내정치구조의 안정성이 지속됨으로써 정권

교체로 인한 ODA 예산책정의 변화와 같은 정치적 변수에 둔감할 수 있는 

원조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었다. 정치권의 안정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일본의 ODA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보편적인 담론과 실리적 이익

을 접목하는 보편적 특수주의의 양태를 고수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와 경제

의 안정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개발원조를 수행하는데 국내여론의 반대를 무

마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동의를 조성할 수 있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 

지나친 양적확대와 버블경제 위기로 인한 ODA에 대한 반성은 JICA가 

ODA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는 계기가 된다(최수 , 

2008). 

(2) 버블경제위기 이후: 일본형 모델의 강조(Japanese Way)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가 공식화되면서 일본 ODA정책에 두 가지 

커다란 변화가 불어 닥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공적개발원조를 위해 

책정되는 정부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한다(<그림 2> 참조). 이는 직접적으로 

개발원조에 대한 국내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반 하는 것

이며 실제로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실업률이 높아짐

에 따라 공적자금의 방만한 외부유출에 대한 반성과 재평가를 일본사회가 요

구한다는 의미와도 직결된다(Sunaga 2004). <그림 5>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1990년대 초반을 시작으로 일본 ODA정책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1991년 41.4%이었던 적극적지지율이 2004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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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日本內閣府(2006).

<그림 5> 일본 ODA 지원에 관한 여론조사

18.7%까지 떨어지게 된다. 반면, ODA 규모를 줄이기를 원하는 여론이 점차 

증가하면서 1991년 8.0%이었던 부정적 여론이 2004년에는 25.6%에 이르게 

됨으로써 ODA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여

론 층을 압도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일본 ODA에 관련된 정치권의 구조적 

개편까지 이어져 갔다. 특히, 경제악화라는 악재는 1993년 호소카와 연립내

각이 자민당 일당지배 체제를 붕괴시키는 일본 전후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사

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연달아 정관관계 개편을 통한 정치개혁의 움

직임이 전면적으로 부각되었다. 더불어 ODA정책 관련 각종 부작용에 대한 

여론악화는 자민당 내부 스스로 그동안 ODA정책에 무관심하 던 기존 당

론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결국, 경제위기로 시작된 일본 개

발원조정책에 대한 비판은 정치권의 ODA에 대한 보수적 경향이 주류로 정

치 집단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최은봉 ․ 박명희, 2008). 특히, 1997년 

이후 자민당은 당내 향력 있는 보수인사들을 대거 ODA 개혁팀의 좌장으

로 임명하고 지속적으로 대외원조 정책의 효율성과 전략성, 그리고 집행체제

의 일원화 및 규모의 축소를 제안하게 된다. 아울러, JICA가 통합된 집행기

구로 독립성과 일원성을 2003년 이후 갖게 되지만, 최종결정기관으로서 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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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개입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자민당을 비롯한 보수주의 정치단

체들의 개입도 빈번해졌다.10 대외원조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집단의 향

력 확대는 일본의 ODA가 정치집단의 단기적 정치 이득을 위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멀어지게 될 위험을 내포하는 한편, 일본 국내여론을 보다 민

감하게 즉흥적으로 정책에 반 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변화 속에 JICA의 초청연수사업도 일본 국내정치의 특

수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패러다임으로 그 정책기조가 전환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반향을 일으켰다. 바로, 일본식(Japanese ways)의 개발전략을 강조

하는 일본형 모델의 수원국으로 이전(transfer)을 일본 ODA정책의 중요 원

칙으로 삼자는 것이다. JICA의 초청연수사업 중 주축을 이루는 국별

(country-based) ․ 지역별(region-based)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하는 내부보

고서를 보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JICA의 연수사업 및 ODA 전반에 걸

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JICA, 2010). 개도국 국민 개개인의 역

량강화, 일본식 지식과 기술의 이전, 그리고 개도국 스스로에 의한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이행 지원 등을 원칙으로 내세움으로써, 경제위기 이후 일본의 

ODA정책이 신자유주의적 논리와 국익우선주의를 토대로 특수성을 강조하

는 개발원조로 전환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특수성에 

기반을 둔 초청연수사업의 목표는 역설적으로 보편주의적인 가치지향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한다. 대표적으로 경제위기 이전에는 주로 초청연수의 대상

자가 수원국에서 선발되는 차세대 지도자급으로 개인자격으로 한정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인적자원개발에서 기관역량개발로 선발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최근 국제사회에서 자주 논의되는 역량개발접근법을 도입하게 된다. 근래에 

국제 원조기관 및 국별원조 담당기구들이 하나같이 역량개발이 개인이나 특

정 기관의 능력향상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고 또 요구

하고 있다는 점에서 JICA의 이러한 보편주의적인 방식의 도입은 세계적인 

10. 재정 악화가 정점을 이루었던 1997년 자민당은 당내 ODA관련 정책조직인 대외경제
협력특별위원회 및 외교조사회에 나카야마(中山太郞) 등의 향력 있는 의원들을 배
치시키고. 또한 당내에 설치된 ODA개혁워킹팀의 좌장으로 보수인사인 고무라(高村

正彦) 전 외상을 임명하여 전문성 확보 및 외무성에 대한 향력 행사의 통로로 활
용하 다(최은봉 ․ 박명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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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ODA정책에 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울러 보편성의 역량개발

접근법을 일본식 모델과 접목시킨다는 면에서 JICA의 초청연수사업을 ‘특수

적 보편주의’의 한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표 1>에서 정리했듯이, 2004년 또는 2006년 이후부터 개편 ․ 실시된 

JICA 초청연수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에서 일본식 모

델과 역량개발강화라는 보편주의적 담론을 연계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식 경 방식이나 행정개혁, 참여적 개발이 과연 보편적 

의미의 역량개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과연 일본식의 모델이 보편

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런 논의

를 차치하더라도 경 방식에서부터 학교 보건의료정책에 이르기까지 일본식 

경험을 무리하게 수원국 기관의 능력개발이라는 보편성과 연결시키는 데에

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본 특유의 개발모델이 범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공식을 강조함으로써 시들어지고 있는 

일본 개발원조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과 보수화

되고 있는 정치권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JICA의 유일한 방책이 

<표 1> JICA 일본식 연수사업 사례

주제 프로그램

일본식 경 방식

• 2004년부터 ‘지식사회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창출을 위한 세미나’ 프
로그램을 운
• 2006년부터 ‘인간능력개발(Human Capacity Development) 경 ’ 프
로그램 운

일본식 행정개혁
• 2006년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방정부 개혁에 관한 최고경 자 포
럼’ 개최

일본식 참여적 개발
(Participatory 
Development) 

• 2006년부터 ‘시민사회와 커뮤니티개발을 위한 환경조성’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운

생계개선(Livelihood 
Improvement) 접근법

• 2006년부터 ‘생계개선 접근법을 이용한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 운

재활용중심 사회 • 2006년부터 ‘재활용중심 사회 계획 및 건설’ 프로그램 운

학교 보건 ․ 의료 • 2006년부터 학교에 관련된 보건의료 체계 프로그램 실시

오키나와 사례
• 2006년부터 오키나와에서 실시해서 성공하 던 지역커뮤니티에 母子
건강증진 프로그램 홍보 및 실시

자료: JICA(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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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ICA가 초청연수사업에 관한 전문

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는 이미 일본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11

개의 연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각 연수센터마다 그 지역에

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개발분야를 일본식의 모델로 발전시키고 이를 

개도국의 연수생에게 전파하는 역할까지 분업 형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예

를 들어, 오키나와 센터와 큐슈센터는 주로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전담하며, 오사카센터는 산업문제를, 요코하마센터는 해양수산업을, 오비히로

센터는 낙농업을, 그리고 동경연수센터는 대부분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율·
담당하는 체계적인 분업 조직이 갖추어져 있다(박혜정, 2009). 

JICA 초청연수사업의 특수적 보편주의 성향은 초청대상국의 탈아시아화 

현상에서 다시 한 번 증명된다. <그림 4>가 보여주듯이, 2004년도부터 탈아

시아화가 점차 가시화되다가 2006년부터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아시아지역보

다 많은 수의 연수생들이 일본 본토로 초청되고 급속도로 연수사업의 수혜국

이 다변화된다. 그리고 2007년에는 아시아지역 연수생이 더욱 줄어들면서 수

혜지역 순위가 아프리카(29.4%), 아시아(28.3%), 중동(16.4%) 등으로 형성

되고 있다. 2009년 일본으로 초청되어 교육받은 연수생 수는 150개국에서 

선발된 총 10,572명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초청교육 중 지역별 프로그램이 

51.1%로 가장 많은 연수생을 아프리카 중심으로 586 프로그램에 5,192명을 

초청하 다.11 이렇게 연수대상국의 범위가 확장되는 현상은 JICA가 일본식 

연수사업에 보편주의적인 요소를 끌어들임으로써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

이며, 범위가 확장될수록 연수사업에 초청된 참가자들이나 참가기관들에 대

한 JICA나 일본정부의 책임성은 점차 약해지기 때문에 일본식의 특수성에서 

오는 책임성의 부담감을 보편주의를 통해 희석시키는 효과를 입증한다고 할 

11. 지역별 프로그램 이외에, 국별 프로그램은 총 3,204명이 참가하 는데 수원국에서 요
구하는 특수한 정책적 문제에 맞게 구성된 연수사업으로 대략 31.5%을 2009년에 기
록하 다. 장기학위과정 초청프로그램은 2년간의 석사학위 취득과정으로 일본개발장
학금(Japan Development Scholarship)과 같은 증여형식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총 
299명의 연수생이 이 사업대상자로 선발되었다. 차세대지도자 프로그램(Young 

Leaders program)은 2주간의 단기 연수과정으로 문화적 교류와 차세대 지도자들 간
의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만들어졌는데 2009년 총 1,464명이 참가하 다(JIC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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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V.  맺으며

지금까지 살펴 본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인식론적 

가치관의 간극― 즉, 보편성과 특수성에 근거한 접근의 차이― 이 주어진 

역사적 조건 하에 절충되고, 이 통합된 중도적 가치관이 다시 사회적으로 재

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보편성과 특수성 어

느 한 쪽에 지나치게 경도된 개발원조가 일방적으로 한 국가의 정책으로 자

리매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며, 개발원조의 인식론적 가치

는 이미 구조적으로 짜여진 결과물이 아니라 공여국 정부를 중심으로 수원국

과 공여국 국내 정치상황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구성되는 사회적 사실

(social fact)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분석한 개발원조에 관한 

인식론적 가치지향의 이론적 논의와 일본 JICA의 초청연수사업에 대한 비판

적 사례연구가 주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이제는 한국도 선진원조공여국 그룹에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인 개발

원조를 물리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범지구

적 부의 재분배라는 보편성과 한국 내 보다 계몽된 시민의식을 동원할 수 있

도록 만들어진 특수성이 접목될 수 있는 인식론적 논의와 합리적인 정책개발

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담론과 철학이 형성

되지 않는 한, 한국의 ODA정책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이상론자들과 한국의 

국익추구만을 내세우는 현실론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표류할 것이다. 국내 

정치적 상황이나 국제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좋으나 장기적 계

획 없이 단기적으로 두 상반된 가치관을 봉합한다면, 결국은 보편성과 특수

성 어느 쪽으로든 경도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다시 환원될 것이다. 따라서 

보편성과 특수성이 장기적이고도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되며,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인권과 개발이 통합되는 방안도 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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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   

둘째, 버블경제 위기 이후 일본이 선택한 절충방식인 특수적 보편주의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우선시하고 인도주의를 도구화하

는 보수주의적 집단의 입맛에 맞게 변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개발원조가 지향해야 될 보편주의적 가치를 퇴보하게 만든다. 반면, 철저하

게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거대한 담론 속에 한국의 국익이라 정의될 수 있는 

특수한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천착시키는 방식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안정하면서도 바람직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편적 특수

주의는 범지구적으로 용인되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국내여

론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특수한 이해관계를 잘 조합해낼 수 있다는 점에

서 선진원조의 시작단계인 작금의 한국 상황에 맞는 인식의 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원조의 보수화는 원조의 본질적인 존재의미를 소진시키

고 국제개발협력을 전략적인 원조외교의 무주공산으로 전락시킨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달리 한국의 개발원조정책 수립 과정에 정치집단과 정

부관련기관 뿐 아니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같은 제3의 행위자

를 포함시킴으로써 개발원조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거버넌

스 네트워크를 확장해야한다. 일본의 경우는 자민당을 비롯한 정치집단과 엘

리트 집단으로 구성된 관료주의적 공적기구들의 개입이 원조정책 과정을 장

악하기 때문에 제3의 행위자가 참여할 여지가 좁으며, 이로써 보편성과 특수

성의 양 극단을 조정하는데 투명성이 줄어들고 정치적인 변수에 쉽게 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정책수립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외부세

력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보장된다면,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반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정책 평가 시 적어도 국내적으로 발생하

는 책임성의 강도는 줄어들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원조정책의 투명

한 절차가 시민사회에 의해 동원될 수 있을 때, 개발원조의 대내적 책임성이 

보장되고 정책의 장기적인 계획 또한 극단적인 부침이 없이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사회에 국제개발협력이란 화두를 가지고 가

장 시급하게 준비해야할 과제는 우리가 개발원조를 어떻게 인식해야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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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가치지향을 가지고 어느 행위자가 주체가 되어 원조정책에 책임성을 확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 글이 그 논의의 시발점에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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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ual Structure of Epistemological Valuation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 Note on the Japanese Experience

Taekyoon Kim
Assistant Professor,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Waseda University

Despite the fact that South Korea entered the advanced donor club of ODA,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OECD/DAC) in November 2009, the 

epistemological valuation of how to value and evaluate ODA has not been yet 

established or discussed in Korean society, which leads us to go astray at crossroads 

of humanitarianism and national interests. This paper sets out to discuss some 

possibilities of the reconciliation between ‘universalism‘ reflecting humanitarian 

objectives and ‘particularism‘ representing national strategies, with the particular 

reference to the Japanese case of JICA‘s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s. 

Throughout this study, the three aims are undertaken in analyzing the historical 

evolution of Japan‘s ODA policy and its epistemological basis to meet different 

challenges from not only domestic politics but also international environments. 

First, it elaborates two different modes of the dialectical integration between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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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site values of ODA: ‘Universal Particularism‘ and ‘Particular Universalism‘. 

Both valuative reconciliations are moving along the epistemological lines of where 

more weights of ODA policies are put on between universalism and particularism. 

Second, it relates the notion of accountability to the two epistemological perceptions 

on ODA. Third, it elicits some lessons and cautions from the Japanese case which 

will contribute to Korea‘s preparation of integrated perspectives on its expanded 

ODA in near future. 

Key Words: Epistemological Values, Universalism, Particularism, Accountability, 

ODA, JICA, Technic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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