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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국 사이에 아 리카 원조를 둘러싸고 최근 수년간 벌어진 

논쟁을 원조문화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원조문화는 공여국이 원조행  시 수원국에 해 요구

하는 일련의 규칙과 규범들로 규정되는데 통상 원조문화는 공여국의 발 경험을 투 하고 있다. EU

가 인권과 굿 거버 스와 같은 규범  요인을 강조하면서 OECD의 개발원조 원회(DAC)를 통해 

무상원조 심의 다자  국제원조체제를 구축해 왔다면, 국은 내정불간섭원칙을 고수하면서 남남

력의 일환으로 양자 계 틀에서 무역  투자와 연계된 원조를 늘리고 있다. 특히 2000년  들어 

아 리카는 원조정책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 는데 EU는 21세기 국제원조체제 개 의 실험장으로, 

국은 에 지․자원외교와 소 트 워의 실험장으로 아 리카를 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EU와 

국의 아 리카 원조방식의 차이는 이들의 계가 2000년  반 이후 갈등 이고 경쟁 인 계

로 환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갈등  원조정책을 조율하고자 최근 아 리카 원조를 

둘러싸고 EU- 국-아 리카 삼자 력 논의가 개진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 

국과 같은 신흥 공여국과 EU로 표되는 선진 공여국 사이의 력문제가 향후 국제원조체제 개 에 

주요 과제의 하나로 두되고 있는 만큼, 원조문화의 차이를 상호 인정하면서도 수원국의 발 을 실

질 으로 가져오는 ‘조화된 이해’로 원조정책을 조정하는 과제가 시 하다. 아 리카 원조에 있어 

EU와 국의 담론과 논쟁의 이해는 DAC회원국이면서도 비서구  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이 어

떻게 선진공여국과 신흥 공여국 사이에서 교량자 역할을 취할지 그 방향을 정립하는 데 단서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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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선진산업국들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 

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는 국제개발협력체제 또는 국제원조체제를 구

축하고 있는 핵심적 조직이다. 원조(aid)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선진국으로부

터 개도국으로의 일방적인 수혜관계라는 부정적 함의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는 원조보다는 개발협력이란 말을 더 사용하게 되었다. 본고는 원조 공여자

들의 공급자 중심으로 원조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개발협력보다는 

원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원조에는 정부가 담당하는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즉, 공적원조 외에 민간원조까지 

포함하지만 본고에서 원조는 편의상 ODA에 국한한다. 한편 원조공여국가들

이 원조의 원칙, 규칙, 규범 등을 하나의 레짐으로 구축한 공적 글로벌 거버

넌스를 국제원조체제라고 부르기로 한다.1 

OECD DAC은 1960년에 당시 주요 원조 공여국이던 벨기에, 캐나다, 프

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미국이 ‘개발원조그룹(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을 만들고 바로 네덜란드와 일본이 참여하면서 출범하였

다. DAC의 회원국들은 개도국 원조액의 부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회원

국들이 제공하는 ODA의 비전, 미션, 원칙 등을 조율하고 조정한다. 또한 이

들 회원국들은 자국 정부와 원조관련 국제기구간의 협력은 물론 민간 원조 

공여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국제원조체제의 거버넌스를 통제한

다. 이러한 국제원조체제는 2000년  들어 DAC 회원국이 아닌 ‘신흥 공여

 1. 원조문제에 있어 글로벌 거버넌스는 국제기구, 공여국 및 수원국 정부들, NGO ․ 재
단 ․ 기업 ․ 개인 등의 다양한 민간행위자들이 관여하는 포괄적 네크워크이나 본고는 
국제원조체제를 공적 행위자로 구성되는 다자체제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원
조체제를 DAC 정부와 다자기구들이 구축한 원조에 관한 다자적 의사결정과 조정, 

집행 등의 일련의 과정과 이에 수반되는 공유된 규칙과 규범을 포함하는 ‘공적’ 거버
넌스 구조로 국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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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emerging donors)’의 원조가 늘어나면서 도전을 맞게 되었다.2 2010년 

기준 24개 DAC 회원 국가들과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공적원조 총액은 1,290

억 달러이다. DAC회원이 아닌 정부들 ―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이란, 

석유산유국들 ― 이 제공하는 ODA 총액은 2009년 약 100억 달러 규모로 

DAC 회원국들의 ODA 총액의 약 1/13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된다. 여

기에 빌게이츠(Bill Gates)재단과 같은 규모 재단과 종교집단, NGO들이 

제공하는 민간원조 규모는 신흥 공여국들이 제공하는 ODA 규모의 여섯 배

에 달하는 약 600억 달러(2009년 기준)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원조 행위

자의 다원화는 전통적인 ODA 중심의 국제원조체제를 보다 포괄적이면서 

느슨한 형태의 레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에도 DAC체제 밖에서 국제원조가 이루어졌지만 2000년  중반경 신

흥 공여국 원조에 한 논란이 가열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시점의 중요성이다. 21세기 들어 선진 공여국들은 DAC 주도하에 원조 거버

넌스의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따라서 DAC 체제로 들어오지 않은 채 신

흥 공여국들이 DAC는 다른 방식으로 원조를 활발히 하게 되면 지금까지 축

적된 원조 규범과 규칙에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DAC이 주도하고 있는 개

혁 노력이 성과를 보기 어렵게 된다. 둘째는 오늘날의 신흥 공여국들이 중국

이나 인도,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이어서 이들의 원조 영향력은 신장일로에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들 신흥 공여국들은 

DAC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여건이 부족하거나 또는 가입할 의향이 별로 없

어 상당 기간 DAC 외부에서 새로운 원조제공자로 영향력을 늘려갈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중국은 원조의 규칙과 규범 면에서 DAC과 립각을 세우고 

있어 국제원조체제와 중국 원조 사이의 관계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2. DAC 의장을 맡고 있던 Richard Manning(2006: 1-2)은 1970년  중반에 OPEC 아
랍 국가들이 국제원조를 활발히 했던 시기를 비롯하여 과거에도 DAC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이 국제원조를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신흥 공여국’보다는 비DAC 공여국이
란 표현이 맞으며, DAC 회원국들이 약속 로 원조금액을 늘려간다면 총 공적원조액
에서 DAC 회원국 원조비중은 천천히 감소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당면하고 있
는 유럽의 재정위기로 볼 때 DAC 회원국들의 원조비중이 천천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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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중국은 2000년  들어 수년간 월관계를 갖다가 2000년  중반 

들어 관계가 소원해지는데 그 배경에는 개발원조에 관한 문화격차가 존재한

다. 중국이 EU정책을 처음 내건 때는 2003년으로 당시 중국은 미국이 주도

하는 세계 권력구도를 다극화(multipolarity)시키기 위해 EU를 미국을 견제

할 전략적 파트너로 보았다. Men(2009: 2)은 당시 이러한 중국의 판단은 

EU의 주요 국가들이 이라크전에 있어 미국의 외교정책에 비판적이었기 때문

이었다고 말한다. 2004년 EU 관료들이 중국을 206회나 방문하였고, 2004년 

5월 EU의 동방확장정책 이후 처음으로 EU를 국빈 방문한 외국지도자가 원

자바오(溫家玉) 총리였다는 사실은 당시 우호적인 양자관계를 상징적으로 보

여준다. 그러나 EU-중국 관계는 EU의 계속되는 무기판매 금지에 한 중국

의 불만, 중국 무역적자의 증  등으로 곧 시험 에 오르게 된다. 특히 

2008년에는 티베트 문제로 촉발된 중국의 인권문제에 한 비판이 커지면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논쟁이 유럽에서 가열되었고, 사

르코지(Sarkozy) 프랑스 통령이 달라이라마를 계획 로 만나자 중국이 리

용에서 열릴 EU-중국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기 를 걸고 추구

된 양자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Men(2009: 4)은 중국이 추구하는 다극화

는 전통적인 주권개념에 근거한 협력체제이고, EU가 추구하는 다자주의는 

초국가적 규칙과 규범에 근거하므로 근본적으로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고 지적했다. EU-중국 관계를 중미관계와 병행시켜 EU가 미국의 헤게모니

를 견제할 것으로 기 한 중국은 EU의 파트너는 결국 미국이라는 실망감을 

안게 되었고, 법의 지배,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에 한 존중을 근간으

로 하는 EU는 동일한 규범의 다자체제에 중국을 사회화시키는데 커다란 한

계를 느끼게 되었다. 

EU와 중국 관계에서 아프리카 원조가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이유는 

아프리카가 양자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

이다. EU는 아프리카의 최  원조제공자로 이 지역에서 글로벌 주자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빈곤감축이 원조의 최  목표가 되면서 과거 

식민지국가가 집중되어 있는 아프리카 원조를 최우선시하게 되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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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0년 이후 자원 확보 차원에서 아프리카에 투자 및 무역과 연계된 

원조를 폭 늘리면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Anshan, 2008; Robert, 2008). 

중국은 아프리카 각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까다로운 원조규칙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아프리카에서 안적 원조 공여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소프트파워 신장에 원천이 되고 있다(Kurlantzic 

2007; Cho and Jong, 2008; Lee, 2008; Zheng, 2009). 증 하는 중국의 영

향은 아프리카에서 EU의 영향력 확 를 제한하게 될 뿐만 아니라 EU가 구

축해놓은 국제원조체제에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원조체

제를 둘러싸고 EU와 중국이 격돌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프리카 원조에 있어 

EU-중국 관계의 이해는 다자적 의미에 있어서는 국제원조체제의 개혁, EU

에게는 글로벌 주자로서의 역량 시험, 중국에게는 다자체제와의 관계정립과 

중국적 발전모델의 시험이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3 

본고는 이러한 아프리카 원조에 있어 EU와 중국의 갈등은 양자간의 원조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주요 원조 공여국들의 원조행태를 설명

할 때 이익 실현을 위해 원조를 제공한다는 합목적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예

를 들어 이러한 합목적적 이해관계로 일본, 영국, 미국의 원조행태의 차이를 

분석한 Aden(2011)은 원조의 목적을 개발, 상업, 안보 세가지 차원으로 나

누면서 개발목적은 수원국의 성장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와주려는 것, 상업

목적은 공여국이 원조를 통한 수출, 자원,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 안보

목적은 공여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개도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다. 이러한 합목적적 시각의 원조체제 이해는 원조 공여국들의 원조행위

에 수반되는 문화적 차이를 간과하였다. 개의 공여국들은 자국의 발전 역

사와 경험을 개도국 발전에 투영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국에서 작동하는 사

회경제적 규칙과 정치적 규범을 수원국의 이상적 발전모델의 구성요소로 간

주한다. 이러한 문화적 시각은 국제관계에서 외교정책의 연속성이나 국내정

 3. 유사한 맥락에서 Berger와 Wissenbach(2007: 2)는 “아프리카에서의 (EU와 중국의) 

협력은 글로벌 문제에 있어 EU-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이정표를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양자의) 협력 개선은 특별히 중요하다”며, 아프리카 협력이 성
공하지 못하면 EU와 중국 간에 글로벌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어서 양자의 전략적 파
트너십의 리트머스로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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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외정책의 연계성을 살피는데 유용하며, 사회적 문맥, 이념, 규범 및 

정체성 등의 요소들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자들에 의해 취해져 왔다(Wendt, 

1994; Katzenstein, 1996). 원조에 관한 문화적 시각의 연구는 별로 없으나, 

본 연구는 원조행위 역시 합목적적 행위로만은 설명될 수 없는 공여국의 문

화적 요인들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는 전제를 갖는다. 아프리카 원조에서 

드러나는 EU와 중국의 원조문화 차이에 한 이해는 이들 사이의 지난 수년

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향후 협력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 본고는 

최근 공식 문건과 연구보고서들에 나타난 논쟁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

다. 개의 문건은 영어로 출판된 것이어서 중국의 입장 분석이 제한되어 있

을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II.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정책과 원조문화

중국은 원조 수혜국이면서 원조 공여국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유지하면서,4 

2000년  들어 원조 공여국으로 급속히 부상하였다. 중국의 원조통계는 국제

적 기준과 달라 정확히 알 수 없다. OECD DAC은 공적개발원조를 개도국

의 경제발전이나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정부에 

의해 개도국이나 다자기구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증여율이 25% 이상인 양

허성 조건의 자금으로 정의한다.5 Lum et al.(2009)은 중국은 DAC과는 달

리 25% 무상증여 최소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 현물상환도 원조로 간

주하며, 개발원조기관을 통하지 않은 금융지원도 원조로 간주한다고 밝힌다. 

중국의 원조는 DAC 기준을 따른다면 약 15억 달러라는 EU Commission의 

추정치가 있고, 보다 넓게 원조를 보는 경우 2006년의 아프리카 원조액만 해

도 45억 달러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Hackenesch, 2009: 32). 플랜트사업, 

 4. 2000년 중국으로 지원된 DAC 회원국들의 순 양자 ODA는 12억 5,600만 달러로 이
후 다소 줄다가 2004년 15억 8,5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양자원조를 받는 기관도 주
는 기관도 상무부(Chinese Ministry of Foreign Commerce)이다. 

 5. http://www.oecd.org/document/4/... 또는 http://www.oecd.org/dataoecd/26/14/264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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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공여, 기술협력, 인적자원 개발, 의료팀 파견, 인도주의적 원조, 봉사단 

파견 및 부채탕감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협력활동이 국가소속관리기구, 부처

관리기구, 지방관리기구와 해외주재관리기구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원동

욱, 2010; 11-13), 정확한 원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는 자국 원조의 불투명성에 한 국제적 비판을 의식하여 2011

년 4월 21일 처음으로 중국 외원조 백서를 발간하였다.6 이 백서는 모두

에 원조의 의의를 “원조를 통해 중국이 개도국들과 우호관계와 경제무역협력

을 공고화 하면서 남남협력과 인류의 공통의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고 적

고 있다. 동 백서는 1950년부터 2009년 말까지 161개국과 30개 국제기구에 

한 원조 누적 총액을 2,563억 위안(약 396억 달러)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

중 무상원조가 약 1,062억 위안, 무이자융자가 765.4억 위안, 저리융자가 

735.5억 위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상원조는 주로 병원, 학교, 주택, 우물이

나 수도공급 등 사회복지관련 프로젝트에, 무이자융자는 통상 20년 융자기간

으로 공공시설 건설에, 저리융자는 중 형 인프라 프로젝트나 플랜트, 기계 

및 전기제품 제공에 사용되었다. 저리융자는 2~3%로 15~20년 사이에 융자

를 상환하는데 2009년 말까지 76개국 325프로젝트에 저리융자가 제공되었

고, 이 가운데 61%가 교통, 통신, 전력인프라 등의 건설에, 8.9%가 석유나 

금속 같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 지원이었다고 밝혔다. 2009년까지 끝마친 

2,025개의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보면 공공시설 670건, 산업 635건, 경제인프

라 390건, 농업 215건이었다. 백서는 부채탕감의 경우 누계액을 50개국에 

한 255.8억 위안으로 잡고 있는데, 탕감액의 73%가 35개 아프리카 국가들로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에 일찍이 1956년부터 원조를 시작한 중국

은 2009년도 기준으로 해외원조의 거의 절반인 45.7%를 아프리카에 제공하

고 있다.7

중국은 1960년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외원조를 담당하는 최초의 기관으

 6. 중국원조 백서의 영문판은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0/china/2011-04/21/ 

c_13839683_2.htm에서 참조.

 7. 다음으로 아시아(32.8%), 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12.7%), 기타(4.5%), 오세아니아
(4.0%), 유럽(0.3%) 순이다. 2009년도 중국 원조의 39.7%와 23.4%가 각각 최빈곤 
국가와 저소득국가로 배분된 것은 높은 아프리카 지역비중과 접히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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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 외경제연락총국’을 설치하였고, 1982년 외경제무역부, 1993년 외

무역경제협력부를 거쳐 2003년 상무부가 중국의 외원조와 무역 및 국제경

제 협력 업무를 통합 관장하고 있다(권율 ․ 박수경, 2010; 박민숙 ․ 박수경, 

2011: 4-5).8 중국은 1971년 UN에서 하나의 중국으로 법적 지위를 획득하

고,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1990년 에 원

조체제의 전환기를 맞는다. Brautigam(2008b: 8-12)은 1990년  이후 중국

의 원조정책을 ‘상호이득을 위한 경제협력’ 시기로 규정하면서 1960~76년 

‘마오시기’와 1977~89년 사이의 ‘개혁시기’와 구분하고 있다. 1993년 공동

벤처와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해외원조기금이 설립되었고, 1995년에는 수출

입은행을 통해 중장기 저리융자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장관급 

수준에서 중국-아프리카협력(China-Africa Cooperation, FOCAC)이 창립되

면서 아프리카와의 경제관계가 돈독해졌으며, 이를 배경으로 아프리카로의 

원조도 증가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중국의 원조액은 매년 

29.4% 늘어났으며, 중국정부는 UN개발금융고위급회담이나 UN MDGs 회

담, FOCAC, 상해협력기구, 중국-아세안 지도자회담, 중국-카리브해 지역 경

제통상협력포럼 등의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나름 로 외원조정책을 밝혀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은 2010년 8월 해외원조전국회의를 열어 

그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해외원조를 개선하려는 새로운 원조의 시 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Information Office of State Council, 2011: 1-2).

중국의 원조문화는 최고 지도자들이 천명한 일련의 원칙들로 정립되어 왔

다. 중국의 외원조의 기본으로 간주되는 다섯 가지 원칙은 원래 인도와의 

관계 정립 시 1950년  수립된 것으로 영토와 주권 존중, 상호 불가침, 국내

문제에 상호 불간섭, 호혜성, 평화공존과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다. 이 

5개 원칙은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1964년 아프리카 방문 시 천명한 8

개 원칙으로 치된다. 8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은 평등의 원칙과 

상호 호혜의 원칙에서 원조를 제공한다; 2) 중국은 수원국의 주권을 엄격히 

 8. 상무부는 국무원 감독하에 해외원조 정책, 규제, 계획, 평가, 승인 등을 담당하며, 산
하에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기술교류센터, 국제비지니스아카데미 등이 이러한 업무를 
분담한다. 수출입은행은 저리융자의 평가와 배분 및 융자상환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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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고 원조의 조건으로 어떤 특권도 요구하지 않는다; 3) 중국은 무이자

나 저리 융자를 장기 상환으로 제공하며 필요시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4) 중

국 정부의 목적은 수원국이 중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경

제발전과 자립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다; 5) 중국 정부는 적은 투자로 빠른 

결실을 보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6) 중국 정부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장비와 

물자를 제공한다; 7) 기술협력 제공에 있어 수원국 요원이 기술을 충분히 습

득하도록 감독한다; 8) 중국이 파견한 건설노동자는 수원국의 노동자와 같은 

생활수준을 영위토록 한다(Hackenesch, 2009: 34에서 재인용). 개혁개방 직

후인 1980년 에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외개방 지도사상에 근거하여 외

원조 업무의 기본원칙으로 “평등호혜, 효과중시, 형식의 다양화, 공동발전”이

라는 실용주의적 원칙을 새로이 설정한 바 있다. 이어 1996년 장쩌민(江澤

民) 국가주석은 아프리카를 순방할 때 우호 및 상호신뢰, 평등 우 ․ 상호주권

존중 ․ 내정불간섭, 호혜 및 공동발전 추구, 협상 강화 및 국제적 협력, 미래

를 향한 더욱 좋은 관계 창조 등의 5항 원칙을 천명하였다(원동욱, 2010: 

10). 이상과 같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의 원조의 정신과 원칙에 한 언설

들은 중국의 원조정책이 실행에 있어서는 일종의 경제적 사업처럼 변화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큰 외교적 담론에 통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원조는 통상적으로 DAC 소속 선진 공여국이 주도하는 국제원조

체제와 조되는 모습으로 모델화되어 왔다. 남영숙(2010: 51)은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잘 정리하였다. 중국의 원조가 양자공여 중심이라면 DAC 회원

국들의 원조는 상호 조화를 강조하며, 중국이 우 차관이나 수출신용 보조 

등 유상원조가 많다면 DAC 회원국들은 무상원조가 중심이며, 중국이 자국

의 기업들을 고용하는 조건의 구속성 원조 중심이라면 DAC 회원국은 수원

국 정부의 권한을 중시하는 비구속성 원조이며, 중국이 내정불간섭원칙 아래 

원조에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면 DAC 회원국들은 거버넌스 개혁 등의 조건

을 붙이며, 중국이 무역 및 투자와 연계된 패키지형 경제협력이라면 DAC 

회원국들은 상업적 활동과 원조의 엄격한 분리를 쫓으며, 중국이 인프라건설

이 중심이라면 DAC 회원국들은 빈곤퇴치가 우선이다. DAC은 중국 외에도 

여타 신흥 공여국들에게 무상과 비구속성 원조의 비중을 늘릴 것으로 주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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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DAC 소속 EU 국가들이 주로 제시하는 중국 원조에 한 비판은 중

국이 수원국의 비민주적 국내정치를 외면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원조를 주고 

또한 순수한 원조의 정신에서 벗어나 상업적 방식으로 원조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비판의 주무 가 아프리카인 것은 아프리

카 수원국들의 민주화가 더딘 이유도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EU가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용인하기 어

렵다는 이유도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정책은 1955년 반둥 비둥맹회의의 정신에 기초하여 

반제국주의 연합전선의 일환으로 일찌감치 시작되었다. 중국의 초기 아프리

카 외교는 유엔총회에서 지지확보를 위한 외교적 성격이 강했으나 원조백서

가 밝히듯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1980년  동안 경제적 

성격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90년 에는 양자와 다자 원조체제를 

정비하게 되었고, 2000년  들어 자원과 에너지 공급 확보 차원에서 기존 아

프리카 원조를 본격적으로 확 하게 된 것이다. 최근 십여 년간 중국의 아프

리카 정책의 주요 수단은 무역 및 투자와 연계된 원조로서 이러한 정책변화

는 정상급 회의 구축과 함께 진행되었다. 

2000년 장관급회의로 FOCAC(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이 

시작된 이후 원자바오 총리는 2003년 중국의 새로운 아프리카 전략을 발표

한다. FOCAC이 2006년 3차 장관급회의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되면서 그 해

를 아프리카의 해로 정하고 처음으로 아프리카정책을 문서로 발표하기에 이

른다. 이는 EU가 2005년 아프리카전략을 발표하고 2007년에는 이를 아프리

카와 합동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같은 시점으로, 거의 동시에 EU와 중국이 

아프리카 전략을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1월 12일 발표된 아프리

카전략은 가장 큰 개도국인 중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 공통의 번영을 위해 

평화공존의 5개 원칙을 근간으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며, 가장 개

도국이 많은 아프리카 륙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세력이라고 

적고 있다(중국외교부, 2006). 문건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여 중국

과 아프리카가 민족해방을 서로 지지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적 연 와 

잦은 교류로 공고한 우정을 쌓아 온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통적 우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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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정 및 평등, 상호이득, 상

호지지와 접한 조정, 상호 학습과 공동개발 추구, 하나의 중국(타이완 불인

정) 등과 같은 원칙을 지킬 것이며, 정치, 경제, 교육/과학/문화/보건/사회, 평

화와 안보 네 가지 분야에서의 협력할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서는 아프리카 상품의 중국 시장 접근 강화와 최빈국의 수출품 일부에 한 

무관세 부여 이행을 제시하면서, 정치적 조건을 붙이지 않고 경제지원을 점

차로 늘릴 것을 약속하고 있다. 

2006년도에 발표된 중국의 아프리카전략은 이어지는 FOCAC 정상회의에

서 보다 구체화된다. 2006년 열린 FOCAC 첫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胡锦
涛) 주석은 이상의 아프리카 정책에 기초하여 8가지 약속을 천명했는데, 

그 내용은 2009년까지 2006년도 아프리카 지원의 배가, 향후 3년간 30억 달

러의 저리융자 지원,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 창설,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의 통합을 지원할 센터 건축, 부채탕감, 아프리카 최빈국으로부

터 무관세 수입 증 , 5개 무역경제협력지  창설, 폭적인 인적 교류 등이

다(Berger and Wissenbach, 2007: 12). 3년 후인 2009년 11월 열린 4차 

FOCAC에서 중국은 새로운 8개 항목의 아프리카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약

속한다. 1) 기후변화문제와 관련해 중국-아프리카 파트너십을 만들어 고위급

회담을 상시화하고 태양에너지, 바이오 가스, 소규모 수력발전 등의 영역에

서 100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발주한다; 2)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

해 100개 연구를 수행하고 중국에서 과학연구를 하도록 100명의 아프리카 

박사후연구원을 초청하고 귀국 후 이들의 연구를 지원한다; 3) 아프리카의 

재정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100억 달러의 저리융자를 지원하며 아프리카 중

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10억 달러의 별도 융자를 마련한다. 또한 중국과 외교

관계가 있는 아프리카 부채 빈곤국과 저발전국에게 2009년 말 만기 무이자

융자를 탕감한다; 4)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중국시장을 더욱 개방하여 2010

년 이들의 수출품의 60%에 적용하는 제로관세를 95%까지 점차 늘린다; 5)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아프리카 내 농업기술센터를 

20개로 늘리고 50개의 농업기술팀을 파견하며 2,000명의 아프리카 농업기술

관들을 훈련시킨다; 6) 중국 지원으로 지어진 30개 병원과 30개 말라리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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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센터에 5억 위안의 의료장비와 말라리아 책 물자를 지원하며, 3,000명

의 아프리카 의사와 간호사를 교육한다; 7) 의료와 보건서비스 분야의 협력

을 강화한다; 8)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을 위해 50개 학교를 건축하고 1,500명 

교장과 교사를 훈련시킨다. 또한 2012년까지 5,500명의 아프리카 학생에 장

학금을 지급하며 향후 3년간 2만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훈련한다는 등의 

방 한 내용이다.9

이상과 같은 중국의 아프리카전략은 과거 단순한 反식민지 동맹의 시각에

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아프리카를 투자통상 파트너로 삼는다는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변화의 원인으로는 중국의 지속적 산업화에 필

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아프리카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통상적 설명과, 이

를 넘어서 중국이 자국의 경제발전 성공모델을 아프리카에 전파하려는 경제

외교 때문이라는 설명들이 있다(Brautigam, 2008a; Jiang, 2008; Rotberg, 

2008). 중국의 새로운 아프리카전략에는 개발원조가 주요 수단이므로 기존 

공여국들은 아프리카 원조시장에 뛰어든 중국과 관계설정이 자연히 중요하

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이러한 원조체제의 정비과정에서 아프리카 권역과 

중국이라는 양자관계의 틀에서 전략을 짜고 있다. 중국은 2005년 이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를 비롯한 UN관련 다자

회담, G8과 5개 신흥 경제국 화인 하이리겐담 정상회의(Heiligendamm 

Process), 세계무역기구 원조에 한 글로벌 리뷰(WTO Global Review on 

Aid) 등 국제적 지역적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남남협력의 시각

에서 보고 있지 DAC 주도 다자체제 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이후 새롭게 정비된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정책이 저리융자 원조, 

부채탕감, 관세인하, 에너지산업 투자 및 인적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중국은 수원국의 여건에 맞는 개발방식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중국

식 발전모델을 천명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발전모델은 중앙에서 조정되는 사

 9. The New Eight-Point Plan China Pledged at the Fourth FOCAC Ministerial 

Conference, 중국의 원조백서 영문판 부록 V 참조. http://news.xinhuanet.com/ 

english2010/china/2011-04/21/c_13839683_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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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식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사실 관료기구가 취약하고 기본 치안과 사회

질서도 유지하지 못하는 실패한 국가들이 많은 아프리카에는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없다(Wuthnow, 2008). 엄 한 개발모델이 없는 신 중국은 원조원

칙으로 수원국의 정치적 안정과 주권을 중시하는 내정불간섭원칙을 고수함

으로써 기존 선진 공여국들과 차별화된 안적 ‘원조방식’의 모델은 제시한 

셈이다. 2004년에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모델을 만들어낸 Ramo는 중국의 

발전은 중국을 넘어 많은 개도국에 발전만이 아니라 어떻게 국제관계에서 독

립을 지키고 고유한 삶과 정치적 선택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나라들에게 발전모델을 지시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체할 ‘새로운 권

력과 개발의 물리학(new physics of power and development)’이라고 칭한 

바 있다(Ramo, 2004; 3-4).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자본시장의 규

율이 필요하며, 규제감독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에 다시 주목하게 함으로

써 개도국들에게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발전국가모델을 다시 매력적으

로 보게 만들었다(Birdsall and Fukuyama, 2011).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는 

여러 개도국들에게 중국식 원조방식을 안으로 보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고 말할 수 있겠다. 

III. 중국 원조에 한 EU의 반응과 EU의 아프리카 원조
문화

DAC 공여국들이 공유하는 ODA모델은 개도국 경제발전과 복지를 주요 

목표로 하는 비구속적 양허성 공적 원조 만을 ODA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DAC 공여국들의 원조행위를 규칙과 규범에 따라 규율하는 레짐을 포함하고 

있다. Mannings(2006: 10)는 이러한 ODA모델을 신흥 공여국들이 공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개

도국들이 양허성이 낮은 차관이나 수출신용들을 받아 지탱하기 어려운 부채

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수원국들이 거버넌스, 책무성, 투명성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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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요구하는 DAC의 원조 신 신흥 공여국의 무조건부 원조를 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수원국의 개혁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10 셋째는 신흥 공여

국들은 자국의 기업이나 공급자의 압력에 려 수원국을 배려한 투자가 아닌 

비생산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가의 영향력 있는 

잡지인 Foreign Policy의 편집위원장인 Moise Naim은 중국의 원조를 가장 원

색적으로 비난한 글 중 하나를 썼는데, 그는 중국 원조를 ‘불량원조(rogue 

aid)’라고 불렀다. 그는 중국의 불량원조가 반민주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

고, 불투명하게 실행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에 해를 끼치고 진정

한 진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의 목적은 다른 나라들의 발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국가이익과 이념적 어젠다를 위하거나 때로는 스스

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이며, 수원국 사람들의 복지에 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Naim, 2007).11 Brautigam(2008b: 25-28)은 보다 포괄적으로 중국 

원조가 EU 원조정책에 제기하는 쟁점들을, 수출신용을 받는 중국 사업자들

을 수원국이 계약해야 하는 구속성 원조, 부패를 용인하는 문제, ‘불량레짐

(rogue regimes)’ 수원국에 한 무조건부 원조, 환경파괴와 사회적 기준 무

시, 수원국 부채 증  등 다섯 가지로 규명한다.

이와는 반 로 중국을 옹호하면서 서구 원조체제를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Woods(2008: 1212-1217)는 세계 원조 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미국의 

원조가 9 ․ 11 사태 이후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되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으로 집중되어 아프리카 원조액이 줄어들었고, 또한 유럽의 경제여건상 향후 

EU 원조가 별로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원조는 안일 수밖

에 없다고 주장했다.12 특히 중국 원조는 DAC 원조보다 투자와 무역 증

10. 이 점에 해서 Berger and Wissenbach(2007: 1314)는 중국이 수원국내 국가-사회
관계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경제모델을 고집한다면 기존 엘리트
의 이해관계에 봉사해 부패를 조장하고 중요한 사회세력을 고립시켜 결과적으로는 
내정불간섭원칙을 비의도적으로 어기는 꼴이 된다고 꼬집었다.

11. 이러한 불량원조국은 중국만이 아니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를 포함하는
데 이들의 원조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원조시장에서 잘 
의도된 원조조직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안적 발전모델을 확산시켜 세계를 더욱 
부패하고, 혼란스럽고, 권위주의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12. Woods(2008)는 중국 원조 비판에 해 조목조목 중국을 옹호하고 있다. 중국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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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반하고 있어 그간 성장을 가져오지 않았던 유럽의 원조보다 실효가 있

다고 밝혔다. 수원국의 입장에서 쓴 이 글은 지난 사반세기 서구 원조가 

1980년 에는 안정과 적응 조건만을 중시해 수원국의 경제둔화를 가져왔고, 

1990년 에는 제도 구축과 빈곤 감축에 매달려 생산적인 공급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실망을 전했다. 

Woods는 다자원조체제가 그간 원조 효과성 증 를 위해 구축한 원조국들 

사이의 이전비용 감축을 위한 조화(harmonization)나 수원국의 오너십 확보 

이니셔티브는 논의에만 그치고 실제 원조에서는 실천되고 있지 않으며, 

DAC과 G7/G8으로 표되는 다자원조체제의 조정능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Woods, 2008: 1218-1220). 

EU 국가들의 중국 원조에 한 반응은 유럽 각 국의 중국과의 개별적 양

자관계에 의해 희석되지만 적어도 EU차원에 있어서는 원조문화의 차이가 

EU와 중국과의 전반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먼저 EU의 중국정책 비판을 보자. Fox and Godement(2009: 1-2)는 EU의 

중국 정책은 중국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도 EU의 입장을 주장하지 않

는 ‘무조건적 관여(unconditional engagement)’라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는 

유럽의 관여를 통해 중국이 경제를 자유화하고 이어서 정치적 민주화로 이행

할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에 기초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정책은 EU의 가치

에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 정부는 상시적으로 유럽의 가치

석유수입국인 수단에 원조와 무역을 계속하여 Darfur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서구의 
노력을 방해했다는 표적 비판에 해서는 2006년 후진타오가 중국-아프리카 정상
회의에서 수단 통령에게 UN과 협력해 Darfur 분쟁을 종식시킬 것을 천명하고 이
듬해 현지에 특사를 보낸 사실을 지적한다. 중국 발전모델을 원조를 통해 수출한다는 
비판은 기존 서구 원조국들이 이미 형해화된 워싱턴 컨센서스가 체될까 두려워하
기 때문이며, 중국 원조와 무역은 아프리카국가들에게 높은 성장률과 개선된 교역조
건, 공적 수입 증  등을 가져왔다고 반박한다. 중국 원조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
를 늘려 기존 원조국들의 아프리카 부채탕감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해서
도 중국 스스로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를 상당히 탕감시켜 준 사실을 상기시킨다. 

중국과 같은 신흥원조가 기존 원조체제가 구축한 보건, 안전, 환경 기준들과 부패와
의 싸움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에 해서는 DAC 원조국들 역시 이러한 기준들을 
별로 달성하지 못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엄격한 구입조건과 환경기준을 
요구하는 개의 나라들은 양자 원조 시에는 동일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
다고 꼬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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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EU는 큰 무역적자13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삼고 있지만 중국은 기후변화나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EU

와의 협력에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하

여 EU에 협상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EU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EU의 

입장과는 립적으로 수단이나 짐바브웨 같은 불량국가들을 지원하여 글로

벌 거버넌스를 훼손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Fox and Godement, 2009: 

8-11).14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UN 평화유지활동을 통한 인간안보 지원에 해서도 

EU는 비판적이다. 중국은 내정불간섭원칙을 명분으로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분쟁지역에 무기를 수출하는 등 아프리카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으며, 아프

리카 안보에 있어 EU의 중국 사회화 노력은 실패하여 양자의 아프리카 안보

정책이 수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Holslag and Hoeymissen, 2010: 12). 

따라서 EU는 관여정책에 암묵적인 균형(tacit balancing)을 결합하여 중 

협상력을 증 하고, 설득력 있는 역할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EU가 중국으로부터 굿 거버넌스, 인권, 민주주의 같은 가치관련 영역에서 협

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나 중국 자신의 조화적 발전 철학에 어울리는 ‘법의 

지배(rule of law)’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13. 1990년  흑자기조의 EU의 중 무역수지는 2008년 1,690억 유로의 적자규모로 전
환될 만큼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14. 이들은 EU가 중국에 해 한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로 EU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입
장에서 균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은 균열구조를 체코, 독일, 폴란드와 같
은 중국에 정치경제적 이슈에 있어 맞서는 ‘호언적 산업국가(assertive industrialists)',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과 같이 정치에 있어서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중
국의 무역을 규제하는 것은 반 하는 ‘이념적 자유주의 통상국가(ideological free- 

traders)', EU 부분의 국가들로 불가리아, 그리스, 핀란드, 헝가리, 이태리, 스페인 
등 경제적 고려가 중관계를 지배하는 ‘순응적 중상주의국가(accommodating 

mercantilists)’, 중관계를 EU에 맡기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등의 ‘유럽 추종국가(European followers)’로 분류
하고 있다. EU의 중국관계 분열과는 조적으로 중국은 EU를 기술적으로 실용적
으로 EU를 관리한다. 어느 EU 국가도 중국에 독자적으로 맞설 수 없으므로 EU 전
체와 영향력 있는 회원국가들의 조율된 행동만이 중국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방향을 ‘상호주의적 관여(reciprocal engagement)’라 명하면서 이 새로
운 이해관계에 기초한 중국정책은 중국과의 협력 분야의 수를 줄여 집중하고, 중국이 
EU에 답례하도록 인센티브와 레버리지를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Fox and Godement, 

20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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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Holslag and Hoeymissen: 14-16). 

EU는 아프리카 원조에서 중국이 취하는 방향과는 상당히 다른 쪽으로 

2000년  중반에 아프리카 원조정책을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아프리

카원조정책의 정립은 선진 공여국 중심의 국제원조체제 개혁과 맞물려져 있

어 이의 전반적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OECD의 DAC은 1990년  중

반부터 국제원조체제에 한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96년 DAC은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OECD, 

1996)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원조체제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였고, 

2000년 유엔 MDGs를 2015년까지 실천하기 위해 2000년  중반경 원조체

제 재정립을 서둘렀다. MDGs 실천 중간점검을 위해 2005년도에 발간된 

Investing In Development: A Practical Plan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OECD, 2005) 보고서는 원조 효과성 제고를 강조하기에 

이르고, 2005년 수원국의 오너십과 공여국의 조율 등을 강조하는 “원조효과

성에 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15이 탄생하였

다. OECD 개발협력과는 2005~2006년도 자료를 분석해 Scaling Up: Aid 

Fragmentation, Aid Allocation and Aid Predictability(OECD, 2008)이라는 중

요한 보고서를 2008년 5월에 발표하였고, 그 해 10월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16이 발표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5. 2005년 3월 DAC은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열린 파리 회의― 90여 개국과 OECD, 

World Bank, IMF 등 원조관련 다자기구 및 개발은행, NGO 표 참여―에서 ‘원조
의 질’ 향상을 위하여 5개 주요부문, 즉, 수원국 주도(ownership), 일관된 제휴
(alignment), 원조당사자간 조화(harmonization), 결과중심 관리(managing for results) 

및 상호책임(mutual accountability)을 설정하고, 이에 12개의 진척 지표(indicators of 

process)를 작성하여, 각 지표의 목표 달성률을 모니터링 하기로 하였다. 특히 공여국
들의 조화를 촉구함에 있어 자금계획, 지불,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등에 있어 가능
한 한 공통의 방식을 쓰고, 단독적이거나 중복적인 임무나 진단평가의 횟수를 줄이고 
습득한 교훈을 공유하는 실행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를 구축할 것을 주문한
다. 또한 글로벌, 국가별, 섹터별로 지나친 원조분산(fragmentation of aid)을 지양하
고, 실용적 분업과 분담으로 상호보완성을 증 시키고 이전비용을 줄일 것을 요구한
다. 마지막으로 공여국들은 원조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주도적 공여국
에 권위를 이전함으로써 섹터나 국가별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정부 지도력이 결여된 수혜국들에 해서 공여국들이 함
께 문제를 진단하고 전략을 세우고 정치적 관여를 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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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으로 표되는 선진 공여국의 부분을 차지하는 EU 국가들은 아프

리카 원조에서 국제원조체제 개혁방안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2000년 카이로에서 EU-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면서 EU와 아프리카 사이에

서 보다 구조화된 정치적 화를 시작하였다. 특히 2001년에 ‘아프리카 개발

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과 아프리카연합이 2002년 만들어지면서 EU의 아프리카 원조정책 

재정립이 촉발하였다. 유럽은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국가들과 1964년 

야운데 협약(Yaounde Convention)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는 1975년 로메 

협약(Lome Convention)을 통해 심화되었고, EU는 이들 개도국들이 국가연

합의 형태로 아프리카 ․ 카리브해 지역 ․ 태평양국가그룹(Africa,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 ACP)17을 결성하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

다. EU는 이들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고 점차로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돕고자 2000년 역사적인 코토누협정(Cotonou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본 협정은 2005년 처음으로 수정되었는데 같은 

해 12월 EU가 공통의 개발정책으로 채택한 ‘개발에 관한 유럽 컨센서스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와 함께 유럽의 원조정책의 근간으

로 남게 되었다. 

2005년 코토누협정은 ACP 국가들이 세계화와 기술혁신, 사회변화 같은 

국제적 변화에 적응하도록 5개 기본틀 ― 평화와 인권,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등의 정치분야, 비국가행위자를 포함하는 참여적 접근방식의 진흥, 

경제발전과 빈곤감축, 경제 및 통상협력의 새 틀, 유럽개발기금을 통한 협력

16. 아크라행동계획은 파리선언 실행을 가속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2008년 9월 가나 아
크라에서 개도국들과 신흥 공여국들이 보다 개도국 시각을 반영하고, 채택한 행동계
획이다. 동 문건은 수원국들이 발전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오너십을 강화
하고(strengthening country ownership over development), 발전을 위한 보다 효과적
이고 포용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building more effective and inclusive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개발자원 사용에 한 투명성과 책무성을 보여 발전의 결과를 가
져오고 이에 한 책임을 가질(delivering and accounting for development results)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효과적 포용적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고비용의 원조분산을 
축소할 것을 주문한다.

17. 79개 아프리카, 카리브해 지역, 태평양 국가들이 ACP(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Group of States)에 참여하고 있는데 세계 인구의 약 1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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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의 지역화 및 수원국 주도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금융협력 개혁 ― 

을 통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창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료이사회

(Council of Ministers)를 매년 열고 EU 의회 및 소속 국가 의회들과 각국 

사위원회가 돕도록 명시한 바 있다.18 ‘개발에 관한 유럽 컨센서스’는 50년

간의 유럽 회원국들의 개발정책 협력을 공통의 원칙 틀로 천명한 것으로, 

EU의 개발비전은 UN이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MDGs 목표치 실현에 

두고 원조금액을 2010년 0.56%로, 2015년까지 0.7%로 늘릴 것을 약속하고 

있다. 최빈곤국가와 저개발국가가 최우선 원조지원 상이며 원조 공여국 간

의 보다 나은 조정을 강조한다. 유럽 컨센서스는 EU가 세계 원조의 55%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원조를 디자인하는 전문성을 축적하였고, 정책과 실행 

사이 일관성을 도모하고 조정과 조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온 점을 강조한

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 굿 거버넌스, 국제법 존중, 시민사회의 참여 진흥 

및 선진국-개도국연  등을 지지해오면서 가치 있는 개발정책을 실시해 왔다

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EU는 개별 국가에 맞춤형 원조를 제공하여 그 결

과와 성과지표를 제공하겠다며 효과성 중시 노력을 명시하나, 어떤 영역에서

든지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 인권, 아동과 토착민의 권리, 남녀평등, 환경 지

속가능성과 같은 규범적 문제들이 주요 쟁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19

이러한 추세는 2005년 EU의 아프리카전략에도 반영되었다. ‘EU의 아프리

카 전략(EU Strategy Africa)’의 요지는 MDGs를 달성하려는 아프리카의 노

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상호 인정과 존중, 정치적 상업적 협력에 기초한 연

계 발전 파트너십, 외부로부터 강요되지 않고 수원국이 전략과 개발정책을 

통제하는 오너십 3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응전략으로는 평화와 안보, 굿 

거버넌스, 빈곤감축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과 역내통합을 통한 광범위한 경

제성장 촉진, 인프라 파트너십과 교통 프로그램, 취약층에 한 사회 안전망 

18. Cotonou Agreement,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development/african_ 

caribbean_pacific_states.. 참조.

19.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http://europa.edu/legislation_summaries/ 

development/general_development_framewor 참조.



76   이숙종

구축과 교육 및 보건 지원, 고용정책, 환경정책 등을 망라하고 있다.20 이처

럼 EU가 아프리카 원조정책을 재정립하고 있는 시기에 중국은 2006년 

FOCAC 정상회의를 전후로 중국식 아프리카 원조정책에 박차를 가하게 되

자 EU는 아프리카와 개발협력을 서두르게 된다. EU의 아프리카전략이 채택

된 이후 EU와 아프리카는 논의를 거쳐 합동전략을 만들기로 합의, 2007년 6

월 양자간의 파트너십을 재규명하는 ‘아프리카 전략으로부터 EU-아프리카 

전략적 파트너십으로(From a strategy for Africa to an EU-Africa Strategic 

Partnership)’라는 법령을 만들어 에너지, 기후변화, 이민/이동/고용, 민주적 

거버넌스 및 제도적 구축 5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명시하였다. Brautigam 

(2008b: 4)은 2000년과 2006년 사이 세 차례 열렸던 중국과 아프리카 사이

의 정상회의는 EU로 하여금 7년여 만인 2007년 12월에 EU-아프리카 정상

회의를 리스본에서 열도록 촉발시켰다고 말한다. 이 제2차 EU-아프리카 정

상회의에서 파트너십의 철학과 헌신을 담은 ‘리스본 선언’이 천명되고, 첫 번

째 EU-아프리카 합동전략과 6개 파트너십에 관한 2008~2010년 액션플랜이 

채택되었다. 

아프리카에서 주요 개발 행위자로서 중국의 부상이 EU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것은 EU가 아프리카의 오너십과 원조 공여국들의 조화를 다자체제로 

공고하게 만들려는 데에 반해, 중국은 이들 EU 공여국들과 협의없이 독자적

으로 원조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EU가 초점을 두는 원조의 목

표인 MDGs에 근거한 빈곤퇴치에 중국의 헌신이 약한데다, 결정적으로는 

EU가 공들여온 지속가능성, 인권 및 굿 거버넌스 등의 가치와 규범에 반하

는 내정불간섭과 무조건부 원조를 중국이 실행하면서 EU의 정통성을 흔들고 

있다고 EU는 생각하게 되었다. EU는 ‘규범적 파워(normative power)’로 국

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책무성 및 투명성 등 

일련의 규범을 정립하는 데 구심적 역할을 해왔으므로 이를 무시하는 중국식 

아프리카 원조는 EU의 규범적 파워를 위축하게 된 셈이다. Barton(2009: 5)

20. EU의 아프리카전략에 해서는 2005년 10월 12일의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문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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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치적 개혁보다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의 원조방식도 또 다른 규범이자 

소프트파워이며, 장래 중국도 아프리카에서 규범적 슈퍼파워로 진화할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더 효과적으로 가져오고 인프라를 빨리 

건설하는 중국의 원조성과는 규범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내정불간섭을 중국

의 의도적 정치안정책으로 보는 견해에는 비약이 있다. 규범은 이익을 초월

하여 자체로 목적이 되는 요소로 가치의 문제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문제

는 EU는 자신들이 구축한 원조 규범이 보편주의라고 보면서 중국도 이를 공

유할 것으로 기 하지만 중국은 이를 서구의 규범으로 개도국에 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는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2006년 FOCAC 정상회의 직후 독일의 개발원조장관인 Wieczorek-Zeul

은 중국의 원조방식은 유럽에 경종을 울린다며 아프리카 원조 시 중국도 조

건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DAC과 다른 중국의 원조방식에 한 비판은 

여러 서구 지도자들에 의해 계속 되었다. 2007년 유럽투자은행장인 Philippe 

Maystadt는 아프리카에 한 중국의 공세적 원조에 해 원조 얻기를 쉽게 

만들어 아프리카의 부채를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의 국제개발장관인 

Hilary Benn도 2007년 초 말라위 방문 시 중국 원조는 득보다는 해가 될 것

이며, 중국의 무조건부 원조는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를 후퇴시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공세 가운데서도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에 긍

정적으로 응하기를 주문하는 사례도 있었다. 유럽개발위원회 위원인 Louis 

Michel은 2006년 9월 IMF와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중국의 원조를 공격하

기 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효과적인 개발을 진흥하는 데 있어 좋은 파트너가 

되는 것이 EU의 전략이었어야 한다고 경고했고, 이어 그 해 말 아프리카-EU 

브뤼셀 포럼에서도 개발은 경쟁이 아니라며 협력을 강조했다.21 비판에서 실

용주의적 협력 모색으로의 전환은 2006년 EU-중국 정치 화에서 중국의 아

프리카정책이 핵심적 어젠다가 되는데 반영되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EU 

Commission 개발국장은 2007년 6월 28일 ‘Partner in competition? The 

21. 이러한 유럽 인사들의 반응은 모두 European Center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의 “EU, China and Africa: A trilateral partnership in theory, a 

bilateral one in practice?”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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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frica, and China’라는 회의를 조직하여 180여 명의 관료, 외교관, 학

자, 전문가, 시민사회 표 및 기업인들을 EU, 중국, 아프리카 세 곳으로부

터 불러모아 삼자관계가 어떻게 아프리카 어젠다에 있어 윈-윈 파트너십을 

가져올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원조를 둘러싼 EU-중국-아프리카 

삼자협력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신흥 공여국의 등장으로 기존에 유럽이 주도

하던 국제원조체제가 다극화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EU는 중국과 개발협력 

강화는 물론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십도 재조정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 

점에서 Berger and Wissenbach(2007: 4)는 중국은 유럽이 EU-아프리카 파

트너십을 재조정하는 데 요인이자 촉진자가 되고 있으며, 재조정의 방향은 

공통의 글로벌 및 지역의 도전에 응하고 일방적 자선보다는 개발협력에 초

점을 두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IV. 아프리카에서 EU-중국-아프리카 삼자협력 논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EU-중국-아프리카 삼자협력 논의는 EU 주도로 이

루어지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원조시장을 장악하던 유럽이 중국의 부상에 

위기감을 느껴 협력에도 먼저 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여전

히 중국과 EU, 중국과 아프리카라는 양자축을 선호하고 있고 중국이 보는 

국제원조체제 거버넌스는 유럽의 가치와 규범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규칙들이 완화된다 해도 이러한 다자체제에 중국이 적

극적으로 참여할 인센티브를 적어도 현재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 삼자체제를 

주도할 당사자는 정통성에 있어서는 마땅히 아프리카 국가들이겠지만 이들

은 기존의 유럽 공여국들과 중국이라는 새로운 공여국 사이의 경쟁이 자신들

에게 이롭다고 볼 뿐만 아니라, 양자를 조율할 역내 정치적 기반도 취약하다. 

최근 삼자협력의 논의를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유럽 차원에서 아프리카 원조에 있어 중국과의 삼자협력을 처음 논의한 

것은 2006년 9월 열렸던 EU-중국 헬싱키 정상회의로, 양자는 아프리카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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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안정,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천명하는 공동성명을 채택

하였다. 그러나 EU는 굿 거버넌스와 인권 등의 원칙을, 중국은 평화공존의 5

개 원칙, 특히 내정불간섭을, 각자의 아프리카 전략의 원칙임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Hackenesch, 2009: 8). 이어 EU는 2007년 11월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0차 EU-중국 정상회의에서 보다 실용적 협력 형태로 아프리카를 돕

기 위한 화를 계속할 것을 중국에게 제안하였다. 같은 해 12월 리스본에서 

열린 제2차 EU-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EU는 EU-아프리카 합동전략에 제삼

자와의 협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마침내 2008년 10월 EU 

Commission은 The EU, Africa, and China: Toward Trilateral Dialogue and 

Cooperation의 문건으로 아프리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정리하기에 이른다. 

본 문건은 아프리카의 발전과 역내 협력의 진전, EU와 아프리카의 공고화된 

파트너십, 2000년 이후 증 하는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을 전제로 EU와 아프

리카, 중국과 아프리카, EU와 중국 3개 세트의 양자 간 협력을 아프리카의 

발전과 원조에 있어서 삼자간 정책 화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EU 

Commission은 아프리카, 중국, 그리고 EU가 삼자협력에 적합한 특정 영역

을 규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또한 이러한 협력을 가능한 곳에서는 기존의 다

자영역 특히 UN과 같은 협력체와 함께 연계하기 위해 유연하고 실용적 방

식으로 함께 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EU Commission, 2008: 2). 삼자협력

의 원칙으로는 1) 결과지향적 전략인 ‘실용적이고 진보적인 접근(pragmatic 

and progressive approach)’, 2) 국가나 지역 수준에서 관심 있는 아프리카 

파트너들과 매 단계 협의하는 ‘공유된 접근(shared approach)’, 3) 중복적 노

력 회피, 아프리카 각국의 개발전략의 조정 및 경험과 성공적 사례 교환, 

ODA와 투자 경험의 교환 등을 통한 ‘효과적 원조(effective aid)’ 등 세 가

지를 제안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안정과 개발에 핵심적이면서도 삼자협력의 

부가가치를 극 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들로는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전, 

아프리카 인프라 지원, 환경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농업과 식량안

보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22 

22. 네 가지의 구체적인 삼자협력의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
전은 개발에 전제가 되는 것으로 아프리카와 EU와 중국 삼자가 이를 위해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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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것은 이러한 삼자협력이 독립적인 기구나 틀을 만들기 보다는 기

존의 EU-아프리카, EU-중국 화에 기초하여 본부와 지역 수준에서 협력이 

확 되어야 하며 UN 틀로도 보완될 것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기존 틀을 활

용하려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륙 차원에서는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소재 아프리카연합 EU 표단(EU Delegation to the AU)이 삼자간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다양한 

지역전략과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강화에서 시작할 수 있고, EU-중국 양자

화에서도 아프리카를 상시적 어젠다로 삼아 협의할 것을 제언했다. MDGs 

실천과 원조 효과성 증 를 위해서 특히 파트너십의 진흥이 필요하므로 EU

와 중국은 아프리카 원조에 있어 상호보완성과 분업을 증 하고, 원조제공에 

있어 절차를 줄이고 결과에 의해 관리하면서 본부와 로컬 수준 모두에서 상

시적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언했다. 이 점에 있어선 중국이 만든 국제빈곤감

축센터(International Poverty Reduction Centre)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하면서, 중국이 참여하는 하이리겐담 정상회의를 활용할 것 등을 제

한다. 특히 AU와 함께 일하고 UN에서 아프리카 평화안보 아키텍처(African Peace 

and Security Architecture)를 발전시키고, AU의 평화유지활동과 능력구축 및 훈련을 
돕자고 구체화한다. 둘째, 아프리카 인프라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프리카는 개발, 무역 
및 투자의 근간이므로 삼자간의 공통된 전략을 개발하고 시너지를 증 할 것, 이 삼
자간 협력이 지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전달하고 상호연결과 지역통합을 증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여건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프리카 인프라 컨소시움(Infrastructure Consortium for Africa)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며, 아프리카가 결정한 우선과제의 조정은 인프라에 관한 EU-아프리
카 파트너십에 의해서도 증 될 수 있다. 셋째, 환경과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완화, 호혜적 무역 등이 핵심으로 삼자협력
은 기존의 추출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산림법 강화, 정부, 무역(Forest Law Enforcement, Government and Trade, 

FLEGT 및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 등에 연계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이 
삼림, 재생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 폐기물 관리, 어업, 광업 등의 영역에서 지속가
능한 투자와 개발결과를 극 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과 식량안보에 있어서는 
새천년개발목표인 빈곤감축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핵심적
이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적, 보건적 측면의 식량생산에 주의하면서 지속가능한 식량
안보에 기여하도록 삼자가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과 생산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 연구와 혁신, 가축질병 통제, 식량안전 등에서 삼자가 특히 협력하며, 이 
협력이 포괄적인 아프리카 농업개발 프로그램(Comprehensive Africa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me, CAADP)의 맥락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EU 

Commission, 200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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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했다. 

EU의 공식적인 삼자협력 문건이 발표된 2008년 전후로 나온 독일개발연

구소의 두 개의 보고서는 유럽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Berger 

and Wissenbach(2007: 9)는 삼자협력의 핵심적 도전은 세 가지로, 첫째, 

EU와 중국이 개발에 관한 모순적 입장에서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는가, 둘째, 

아프리카가 국제관계의 행위자로서 강 국들의 어젠다에 놀이터가 되지 않

도록 수많은 파트너십을 제 로 관리할 수 있는가, 셋째, 중국이 얼마나 아프

리카에서의 핵심적 이슈에 하여 책임 있는 글로벌 파워로서 행동하여 궁극

적으로 미국에 의한 봉쇄정책에 한 ‘보험정책(insurance policy)’을 구사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EU와 협력할 동기에 

한 마지막 지적은 유럽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인권보호 같은 개발원칙에서

는 미국과 함께 하지만 안보문제에 있어 미국이 추구할 수 있는 중국봉쇄정

책과는 다른 입장이어서 유럽과의 아프리카 협력으로 보험을 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Berger and Wissenbach(2007: 18-19)는 중국이 작금의 원조모델

이 가져오는 딜레마 때문에 유럽과 협력할 동기는 원론적으로 있다고 본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가공과정이 없이 천연자원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두고 약탈적 신제국주의 행태로 점차 비판 받기 시작하고 있어 중국도 우호

적 아프리카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내정불간섭원칙으로 독재정권을 옹

호하는 것도 반란 등으로 국내치안이 문제될 시 중국투자를 보호할 수 없어 

이 원칙을 버리고 취약국가들의 진정한 정치안정책을 생각해 내야 한다는 것

이다. 본 보고서는 안보와 안정, 에너지 및 환경 안보, 굿 거버넌스,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삼자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Berger and Wissenbach, 2007: 19-22).23 EU와 중국의 차이는 실용주의와 

상호존중으로 극복될 수 있으며, 삼자협력의 방향을 비록 DAC 회원국은 아

니더라고 중국을 여러 다자채널을 활용하여 OECD/DAC 틀로 수렴시키는 

것, 유럽과 중국 간에 실용주의적 협력과 전향적 화해를 진전시키는 것, 유럽

23. 삼자협력에 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참여한 아
프리카 응답자들과 유럽 응답자들은 모두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삼자협력을 
시작할 영역으로 첫 번째로 꼽았고, 삼자협력의 집행은 선례를 공유하는 비공식적 플
랫폼 설립을 선호했다(European Commissi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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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국 양측이 아프리카 원조를 근 화하는 것 등에 두고 있다(Berger and 

Wissenbach, 2007: 22-24). 

2009년 출판된 독일 개발연구소의 Hackenesch(2009) 보고서는 이러한 

삼자협력 논의가 중장기적으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화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며, 삼자협력의 방향이 협력, 경쟁, 갈등 세 가지 방향 어디로 전개될 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삼자협력의 각 방향이 각기 장단점이 

모두 있음을 상기시켰다. 삼자협력은 원조 효과성을 증 시킬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의 오너십을 무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을 수도 있으며, EU가 중

국과 협력하기 위해 핵심적 규범이나 가치, 원칙을 타협할 위험도 있다고 신

중한 입장을 보였다. EU와 중국이 아프리카 원조에 있어 경쟁관계로 치닫을 

경우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하겠지만 자원과 비용이 중복적으로 낭비될 수 있

고 규칙과 원칙이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갈등할 경우에는 개발

정책을 외교정책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는 부정적 측

면도 있지만, 원조의 규범과 규칙에 관한 갈등이 EU와 중국의 개발정책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Hackenesch, 2009: 9-10). 

이상의 유럽발 삼자협력 논의에 한 중국의 반응은 제한된 문건을 통해 

볼 때 회의적이다. Liu(2011)는 이러한 유럽의 다자적 삼자협력은 양자해결 

방식을 선호하는 베이징으로부터 의미 있는 협력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최근 아프리카에서 EU의 중국과의 협력 화 노력은 궁극

적으로 중국을 사회화하려는 일방적 과정이었으며, EU는 중국으로 하여금 

유럽의 규범과 가치를 수용하게 만들 실질적 힘도 없다고 평가한다. EU는 

2007년부터 EU 공여국들의 원조분산(aid fragmentation)을 줄여 원조효과를 

증 하는 상호보완과 분업의 행동방침을 만들었으며, 수원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원조의 조건도 완화하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EU에게

는 원조를 통한 공통의 가치와 규범의 확산은 그 로 남아있어, ‘원조보다는 

비즈니스’를 중시하는 중국과의 협력에 한계가 있다. 안보영역에 있어서도 

EU는 위기중재관리(crisis intervention management)에 초점을 두어 2003년

부터 2010년 7월 사이 공동안보방위정책에 따른 군사작전을 아프리카에서 

여덟 번이나 개최하였다. 아프리카에 가까운 유럽으로서는 아프리카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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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안보를 공공재로 여겨 갈등방지, 평화구축, 갈등해결, 분쟁 이후 재건을 

포함하는 안보에 관한 전체적 접근방식을 택한다.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의 

국내안보와 안정은 국가나 지역 수준의 공공재이지 글로벌 공공재는 아니라

는 입장으로 인간안보와 같은 비전통안보에만 일부 관여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벌이는 UN 평화유지활동24은 개도국 주권존중이라

는 중국의 원칙을 일부 완화한 것이지만 내정불간섭원칙을 고수하는 원조정

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Liu, 2011: 13-14). 

중국에게 있어 아프리카는 글로벌 정치나 안보의 관점에서 우선성이 떨어

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중국은 안보 행위자보다는 개발 행위자로 남을 것

이 보다 확실하다. 중국의 경우 내정불간섭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개

발정책보다는 안보정책적 이해관계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가 중

국과 가까이 있는 동아시아가 아닌 만큼 이러한 연계성은 찾기 어려울 것이

며, 개발정책에 있어 내정불간섭원칙을 완화시키고 국내문제에 관여하기에는 

중국이 EU처럼 수원국에게도 보편적이라고 여기는 정치체제나 거버넌스 모

델이 없는 셈이다. 

V. 결론

중국과 같은 신흥 공여국은 기존 원조체제의 규칙을 바꾸거나 체제 자체

를 신하지 않는 신 안을 제공하는 조용한 혁명을 통해 서구 원조국들

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기존의 기준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EU가 

중국의 원조방식을 문제 삼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같은 시각은 DAC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공여국과 중국과 같은 신흥 공여국 

사이의 조정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국제원조체제가 하나의 다자체제로 공고

24. 중국의 UN평화유지활동은 2010년 2월 말 기준으로 2,137명이 파견되었는데 부분
이 아프리카 국가들로 리베리아, 콩고, 수단, 서사하라 지역, 코트디부아르 등이다. 이
들은 비전투병력으로 엔지니어링, 의료, 교통 및 로지스틱스 업무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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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지 않을 미래를 시사한다. 그렇다고 신흥 공여국들이 연 해 DAC이 주

도하는 국제원조체제와 경쟁하는 별도의 다자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은 현재

로서는 매우 낮다. 따라서 장래에는 DAC 주도하의 국제원조체제가 기능하

되 체제 밖의 중국과 같은 신흥 공여국들의 원조 비중이 커지면서 DAC체제

와 협력 수위를 조정하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유럽의 재정위기의 향방과 중국의 경제력 상승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에서 

중국 원조의 영향력은 상당기간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원조 여력이 있는 중

국이 막 한 외환보유고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 원조를 더욱 늘려

갈 경우, EU의 아프리카 원조액의 절 액수가 유지된다 해도 원조시장에

서 EU와 중국의 경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가 자국의 

자원과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투자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개발효

과가 있는 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 원조를 원할 것이다. 중국은 EU 원조 

공여국들의 규범무시 공세에 해 성장을 가져오는 원조성과로 항하면서 

입지를 강화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에서 EU와 중국과의 삼자

협력이 화 차원에서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나 EU와 중

국 모두 아프리카 관여를 원조를 통해 제한된 범위에서 또한 낮은 수준의 규

율에서 협력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EU와 중국의 원조문화의 차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EU는 중국과의 

원조협력시 결과지향을 강조하면서 규범요구를 다소 약화할 수 있겠으나 본

질적으로 규범권력인 EU가 자신의 강점인 인권, 굿 거버넌스, 민주주의 등의 

보편적이라 여기는 가치를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중국도 수원국의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 원조정책이 서구의 원조와 다른 남남협력의 근간인 

데다가 중국이 수원국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정치체제나 규범이 없기 때문

에 조건부 원조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더욱이 서구가 중시하는 인권이

나 민주주의 가치와의 타협은 중국 본토의 정치적 상황에 한 서구의 개입

과 압력을 용인하는 효과를 나을 수 있어 중국이 EU 공여국의 원조규범을 

수용할 동기는 전혀 없는 셈이다. 그러나 규칙과 절차 측면에 있어 중국과 

EU의 원조협력 가능성은 상 적으로 높다. 법의 지배와 같은 규칙은 중국의 

투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이득이 되므로 중국과 EU의 조화는 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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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퇴치는 EU와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의 동일한 목표이므로 어떻게 효율

적으로 빈곤문제를 줄여갈지에 해 원조방식과 프로그램의 조율이 어느 정

도 가능할 것이다. 발전경험과 현재의 정치경제체제에 의해 구속 받는 원조

문화의 규범적 격차는 상호 인정하되 원조의 규칙은 유연성을 가지고 실용주

의적 측면에서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EU와 중국의 원조를 둘러싼 정책과 문화의 차이에 따른 갈

등은 DAC에 가입하여 공여국의 입지를 세우려 하는 한국의 원조문화와 국

제원조체제에서의 역할을 생각하게 만든다.25 한국은 G20 서울회의에서도 

개발문제를 어젠다로 발전시켰고, 2011년 11월 29일에서 12월 1일 사이 제4

차 원조 효과성 회의를 부산에서 주최하면서 국제원조체제의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결과지향적 개발 효과성을 높이려는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26 

특히 최근 부산총회에서 남남협력을 도모하고 중국을 위시한 신흥 공여국을 

국제원조체제 논의과정에 편입시키려던 한국의 노력은 돋보인다(김태균, 

2011). 국제원조체제에 중국을 연계시킴에 있어 상호 발전경험에 한 이해

도가 높고 또한 아시아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은 유럽 선진 공여국들보다 중

국과 소통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원조 거버넌스에

서 중국과 DAC을 연결해 줄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격적 걸음을 시작하는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에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원조문화를 어떻

게 정립해야 할 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25.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로부터 한국이 배울 점을 일찌감치 생각한 글로는 강선주(2007)

가 있다.

26. 최근 국무총리실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은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및 국제활동 강화를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활동 강화의 경우, 

국제규범 형성 참여와 준수와 함께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의 하나로 선진 공여국 협력
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한다면 신흥 공여국과의 협력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인다(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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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Culture of the EU and China to Africa: 
Discourses on Conflict and Cooperation

Sook Jong Le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recent debates o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f the EU and China to Africa from a cultural perspective. ODA culture is 

composed of rules and norms a donor country will demand from a recipient country 

at the time of offering development assistance. ODA culture reflects a donor 

country's development experiences and contemporary values. Centered on untied 

grants linked to normative elements of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the EU 

has established a multilateral aid system primarily through the OEC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n the other hand, as a major emerging donor, 

China has expanded trade and investment-linked ODA mainly through its bilateral 

relations with recipient countries in which Beijing has no intention to intervene in 

the domestic politics. 

Africa has emerged as the focal region for the aid policy of both the EU and China 

since 2000. The EU wa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multilateral aid reform 

practices in Africa when China increased its business-linked aid in order to secure 

resources and enhance its soft power. As a result of these differences in aid culture, 

further conflict and competition have materialized in EU-China relations since the 

mid-2000s. To respond to this problem, discussions on trilateral aid cooperation 

among the EU, China, and Africa have emerged over the past several years. 

Since cooperation between conventional donors and emerging donors has become 

a new agenda in reforming the international aid system, reconciling different aid 

cultures and coordinate aid policies for the sake of aid dependent countries' 

development is important. Understanding the discourses and contentions in aiding 

Africa between the EU and China will provide key insights as to how South Korea 

will assume a bridging role between conventional donors and emerging donors. 

Key Words: ODA Culture, International Aid System, China,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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