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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의 인도적 지원 활동의 확대와 동시에 민간단체들과의 공조체계 구

축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가 형성된 점에 주목한다. 거버넌스는 학문마다 다르게 정

의되지만 공통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수평적 의사결정, 숙의를 통한 협치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반면 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수혜정책이며 특히 

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정책은 참여와 숙의를 

통한 정책결정 및 이행이 어려운 분야이다.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가 확립

되는 데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였는지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

책 변화에 초점을 맞춰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이에 영향

을 미친 복합요인들을 기능적 측면, 규범적 측면, 그리고 국가이익에 대한 아이디어 

변화라는 촉매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포괄적인 틀에서 복합요인을 동시에 고

려하는 연구 방식은 특정 시점에서 정책적·제도적 변화를 현실에 가깝게 설명함으

로써 거버넌스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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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쓰나미를 비롯하여 중국 스촨성, 아이티와 

네팔에서의 대지진 등 해외재난이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긴급구호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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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201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해외 대형재난에 대한 한국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세부적으로 마

련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다층적 네트워크와 수평적 의사결정 정책을 기반

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통치로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학에 있어 거버넌스 논의는 정부의 통치 

능력은 줄어든 반면 통치 요구는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정책결정과 이행과정에 있어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위계적 통치구조로부터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다(김의영 2014, 

4). 국제적 수준에서 거버넌스의 확산은 국가 이외 행위자, 즉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및 NGO 등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국내 차원에서는 탈집중적인 분권화, 참여를 통

한 자기조절 정책결정과 숙의과정을 통한 협치적 관리양식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유현석 2006).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참여 거버넌스, 

숙의 거버넌스는 민주적 과정을 강화하는 형태로서 지역적(local) 수준에서 뿐 아니

라 국가(national) 및 전지구적(global) 수준에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Kooiman and Vliet 1993, 1-9; Pierre and Peters 2000; 이명석 2002, 1-6; Kjær 

2007; Bevir 2002, 1-7: 2013, 1-11).   

반면 대외정책의 일환인 공적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첫째, 

정책성격이 본질적으로 일방적인 수혜정책이라는 점, 둘째, 정책대상, 즉 정책에 영향

을 받는 대상이 타국가 또는 타국 국민이라는 특성 때문에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과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직접 참여 및 정책결

정자와 정책대상 간의 상호작용은 거버넌스가 구성되는 데 기초적인 조건으로 간주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적 지원정책의 주요사업인 해외긴급구호의 경우 그 대상이 

누가 될지, 해당 재난 대응에 효과적인 방식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하

기 어렵다. 또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정부 내에서

도 외교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

통부 등 7개 부처와 국민안전처, 한국국제협력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관기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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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에서1) 거버넌스의 참여적 특징이나 숙의과

정이 포함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2012

년부터는 긴급구호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분야에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2)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인도적 지원분야에서 특별히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언

제, 어떻게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제도화되었

는가’이다.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이를 포괄적으

로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적 지

원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살펴보면서 이를 가능하게 한 복

합적인 요인들을 견인요인(pull factors)과 압력요인(push factors), 그리고 촉매요인

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II장에서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에 

대한 기존 이론적 논의를 기능주의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개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견인요인 및 압력요인과 거버넌스 형성의 관계를 서술한다. 덧붙여 견인요

인과 압력요인이 정책 및 제도변화로 이어지는데 촉매역할을 하는 국가이익의 재해

석이라는 변수를 설명하고 이 요인들이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세 단계에서 각각 어떻

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분석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III장에서는 관련 법률, 

정부 정책문서, 정책 보고서, 회의록 및 논문 등에 대한 문헌분석과 관련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정책과 긴급구호 사업 분야에서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거버넌스 형성 전과 후에 인도적 지원정책 이행에 있어 행위자 범

주의 변화, 정책사업의 양적·질적 변화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가를 검토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구성과정에서 기능적, 규범적 요인과 국

가이익에 대한 아이디어 변화라는 복합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연구가 주는 함의를 제시하며 글을 맺도록 한다.  

  1)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2015. 『해외긴급구호 대책안』 해외긴급구호 운영체제 참고.
  2) 민관협력 강화는 2010년 이후 관련 정책문서에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지만 <인도적 지원 민

관협력사업>이 시작된 2012년을 제도화된 시점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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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논의 및 연구 설계  

1. 이론적 논의 

로즈(Roderick Arthur William Rhodes 2000)는 거버넌스의 정의와 관련해 효율적

인 공공부문, 정부 개혁, 국제적 상호작용의 증가, 국가-시장-사회의 관계변화, 네트

워크적 측면 등을 포함한 일곱 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거버넌스

는 한 가지 형태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징을 가진 여러 유형이 있으며 한 

가지 모델에서 몇 가지 특징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설명, 즉 역사적 맥락과 환경을 고려한 내러티브가 필요하

다(Bevir 2013). 본 논문은 핵심 질문을 기반으로 내부적인 변화를 이끄는 견인요인, 

외적 요인으로 변화의 압력을 가하는 압력요인, 그리고 견인요인과 압력요인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매개가 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한다. 견인요인으로서 기능주

의적 접근과 압력요인으로서 규범적 접근, 그리고 촉매제로서 아이디어 변화에 초점

을 맞추어 주요 이론적 논의를 본 사례에 적용한다. 

1) 기능주의적 접근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연구들은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이론과 구성주의를 발판으로 진행되어 왔다. 글로벌 거

버넌스 이론은 국가와 비국가행위자의 협력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 첫째

는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이론 등을 배경으로 국가중심의 위계적 구조에 의한 

통치시스템이 갖는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는 기능주의적 설명이다(Chhotray et al. 

2010). 거버넌스는 정부가 전통적인 통치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민주적 

방식을 바탕으로 민간의 참여를 통해 보완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거버넌스 학자들

은 국가의 비효율성 자체가 곧바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

적한다. 이들은 행위자들 간의 상호이익 또는 인센티브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더 중요

한 요인이라고 파악한다(김현 2008; Steffek 2013). 같은 맥락에서 국가-사회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적 접근에서도 정부와 민간이 상호강화(mutual empowerment)가 

가능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민관협력이 이뤄진다고 설명한다(Wang 1999). 기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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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접근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시스템의 한계에서 오는 비효율성 또는 민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거버넌스 형성을 이끄는 내부적인 견인요인 역할을 한다. 후

술하는 규범 이론도 내부 견인요인으로써 국내행위자를 설명한다. 그러나 기능적 접

근으로 설명하는 견인요인은 내부 견인요인 주체가 규범적 관점에서 정책 변화를 주

창하는 시민단체 등이 아닌 정책결정 및 이행의 직접 주체로서의 정부이며 정책변화

의 결정적 요인이 규범적 관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이익의 증가라는 점에서 다른 

관점을 취한다. 본 연구 사례에서 견인요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거버넌스 형성 이전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정책에 대한 내부 평가를 확인하

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시한 평

가내용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문서 등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을 바

탕으로 견인요인을 분석한다.      

2) 규범적 접근     

1990년대 등장한 구성주의는 전통적인 국제관계 이론들과 달리 국가의 이미지와 

정체성, 윤리와 가치, 규범의 문제, 문화 등 관념(ideas), 인식 같은 추상적인 가치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구성주의는 몇 가지로 유형화하기 어려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

한 접근방식을 포괄하는데 일부 학자는 협력의 창출과 유지의 중요한 요소로서 행위

자간 공유하는 규범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핀모어(Martha Finnemore 1996)는 국가

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익과 같이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

에 존경이나 긍정적 평판과 같은 심리적 가치도 추구하기 때문에 국제규범이 실제로 

국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양준희 2001). 오넬 외(O'Neil et al. 2004)

는 국제규범이 국가 등의 행위자에게 보다 많은 공동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국가

이익과 선호를 창출함으로써 협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행위자가 

어떤 구조 하에서 정해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제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 즉 행위자와 제도의 상호구성적(mutually constituted) 

구조를 전제로 한다(Klotz and Lynch 2011). 특히 핀모어와 시킹크(Finnemore and 

Sikkink 1998)는 국제규범의 형성과 확산, 제도화 과정에서 규범 촉진자로서 비국가 

행위자들 역할을 강조하며 국제규범 확산과 사회화, 또는 프레이밍(framing)과 같은 

개념을 이용하여 민관협력 증대를 설명한다(Risse and Sikkink 1999; 공석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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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상 2014). 본 연구는 이 같은 규범적 측면을 외부에서 작용하는 압력요인으로 파

악하고 첫째,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도적 지원 관련 국제규범과 국제조약, 둘

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동료검토

(peer review) 권고사항, 그리고 셋째, 해외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분야의 거버넌스 

형성 당시에 한국 정부가 참여했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중요한 국제회의에 주목한

다. 이에 따라 국제규범과 조약, DAC 동료검토의 권고사항 내용과 주요 국제회의의 

아젠다, 회의 과정과 그 결과로 추구되는 규범, 주요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역할 등을 면밀히 살펴 외적 압력요인으로서의 국제규범과 거버넌스 형성 간의 관계

를 분석한다. 

3) 국가이익에 대한 아이디어의 변화   

위에서 살펴본 기존의 접근은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정책 거버넌스 형성을 기능

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특히 이 분야에서는 정부

의 기능적 효율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국제사회에서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이행

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이고 호혜적인 성격의 긴급지원을 받는 지원대상국에서 기능적 비효율을 문제 

삼을 리 없을 뿐더러 국제규범이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

적 견인요인으로서 기능적 요인과 외적 압력요인으로서 규범적 요인이 둘 다 존재한

다는 전제하에 정책결정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기존의 행위자, 즉 국가

가 왜 거버넌스라는 협력구조를 선택하였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완적인 요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 촉매제로서 국가이익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아이디어 변화에 주목한

다. 브리스(Mark Blyth 2002)는 제도의 변화에 있어 행위자가 갖는 아이디어의 중요

성에 대해 강조한다. 그는 안정기에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불안정성

의 시기에는 이익이 어떻게 개념화되는지가 극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다중적인 이

익 개념에 어떻게 행위자가 반응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열쇠

라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기존 제도의 정당성이 깨지면 아이디어가 대안 제도의 청

사진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행위자 간에 관계를 재구성함으로써 협력을 가능하

게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아이디어가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설명함으로써 

규범적 관점을 가진다고 덧붙인다. 이 같은 관점으로 볼 때, ODA 규모의 증대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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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저개발국가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긴급지원이 확대

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초기단계는 외적 

조건의 변화가 일어난 동시에 정책 변화가 불가피한 불안정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정책을 규모적인 측면에서도 또 규범적인 측면에서

도 이전과 같이 유지할 수 없는, 그래서 기존의 정당성이 깨지는 모멘텀이다. 국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남아있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국익에 반응하

는 국가의 태도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 국가의 이익에 대한 아이디어의 변화, 

즉 국가이익을 확대하여 재해석하는 국가의 태도가 바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형성

이 가능하게 하는 촉매요인이 된다. 여기서 아이디어란 반드시 견인요인과 압력요인

이 독립적으로 형성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무엇이 아니라 위의 두 가지 요

인들이 활성화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책의 비효율성이나 협

력을 통한 기대 이익 증가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정책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아이디

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규범적 압력의 확산에 있어서도 국제적 기준이나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관

련 정책이 목표하는 국가이익이 새롭게 개념화되어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제도 변화

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지점을 설명하기 위한 촉매제로써의 아이디어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2. 연구 설계  

1) 분석모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이론들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형성과 제도의 변

화를 각각 기능적 접근, 규범적 접근, 아이디어 변화 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 

특정 영역에서 거버넌스 형성과 제도화라는 변화를 현실에 가깝게 설명하기 위해서

는 위의 논의들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분석 모델이 필요하다. 때문에 본 연구는 기능

적, 규범적 측면과 함께 아이디어, 행위자의 적극적 해석의 문제, 담론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아래의 포괄적인 분석모델을 이용하여 거버넌스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특

히 한정적인 행위자와 그들 간의 명백한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는 기존 이론들과 달

리 맥락을 이해하여 풍성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정책의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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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해외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정책 발전 프로세스를 첫

째, 해외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초기단계(2007~2009년), 둘째, 민관협력을 위한 제

도적 기초 형성 단계(2010년~2011년), 셋째,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구축 단계(2012

년 이후) 등 세 단계로 구분한다. 초기단계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고 외교부 제2차관실 개발협력국 산하에 인도지원과가 신설되어 긴급구호와 인도적 

지원 관련한 총괄 기능을 부여하는 등 정부 내에서 이 분야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한국이 OECD DAC에 가입3)하면서 공식적으로 공

여국의 지위를 획득한 시기로 해외긴급구호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긴급구호의 선진

화를 목표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시기이다. 마지막 단계는 「해

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간단체들과의 공조체계 구축이 법령에 명

시되고 국제개발협력의 중장기적 정책에 민관의 상시 협력체계의 구성이 포함되는 

등 민관협력이 제도화되는 단계이다. 본 논문은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견인요

인, 압력요인, 그리고 촉매요인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분해 분석함으로

써 해외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분야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형성 과정과 그 복합적인 

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모델은 슈테펙(Jens Steffek 2013, 16)이 국

  3) 한국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하였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 분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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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책결정과정에서 국가 간 기구와 NGO의 협력을 연구하며 사용한 견인요인과 압

력요인(pull-push factors) 모델을 차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그림 1>과 같이 단계를 

변형한 것이다.4)   

2) 사례연구 조사 대상

문헌분석은 긴급구호 정책의 뼈대를 구성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

  4) 슈테펙은 국제정책결정과정을 1) 아젠다 설정, 2) 리서치 및 분석, 3) 정책 형성, 4) 정책 

결정, 5) 이행, 6) 평가의 6단계로 구분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 간 기구와 NGO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견인요인과 압력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1>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관련 법령 및 정책문서 표  

법령/정책보고서 제 ·개정/발간 시기 비고

법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시

행령

2007.3.29. 제정

2014.11.19. 최근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2010.1.25. 제정

2014.10.15. 최근 개정

한국국제협력단법
1991.1.14. 제정

2015.6.22. 최근 개정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2011.3.8. 제정

2014.11.19. 최근 개정

정책

문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2010.10 관계부처 합동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
2010.12 기획재정부/외교부

인도적 지원 전략 2015.3 외교부

해외긴급구호 대책안 2015.7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 2차 기본계획 

2016-2020
2015.11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
2012-2013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자금사업 결과보고집
2014.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KCOC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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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5)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6)에서 심의·의결하는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정

책문서와 거버넌스 형성 이후 변화를 보여주는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결과보고

집 등을 기초로 한다.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법령과 정책문서, 보고서

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외에 외교부 인도지원과에서 주최한 긴급구호 전

문가 초청 세미나 비공식 회의록을 참고하였다. 관련자 인터뷰는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다자협력인도지원실과 긴급구호 등을 이행하는 민간 주체인 개발NGO 협

의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인도적 지원팀을 대상으로 유선과 대면 인

터뷰를 각각 진행하였다.7) 

III. 사례연구: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형성 과정   

1. 해외긴급구호 초기 단계: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정 

21세기에 들어서며 저개발국가의 발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빈번한 자연재해와 재난의 발생으로 개도국, 특히 최빈

국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국제사회는 재난재해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대규모 자연재해의 증가는 저개발 국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결과적으

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을 계기로 대규모 해외재난에 대비한 긴급구

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었고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해외긴급구

호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동 법률과 시행령을 기반으로 필요시에 민관합동해외긴급구

호협의회가 소집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5) 본 법령은 2007년 3월 29일 신규 제정되고 2014년 11월 19일 부분 개정되었다. 
  6)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우리나라 개

발협력 분야 최고의 정책기구이다. 
  7) 한국국제협력단 최정훈 다자인도지원실과장 유선 인터뷰(2015년 6월 17일), KCOC 인도

적지원팀 이경신부장 대면 인터뷰(2015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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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의 구성, 파견 및 규모가 결정된다. KDRT 구성 및 파견은 외교부 및 한국국제

협력단이 총괄을 맡고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

료재단 그리고 국민안전처 산하의 중앙119구조본부가 참여한다. 해외긴급구호대의 

가장 중요한 실적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며 긴급구호 시스템에 중

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민관합동해외긴급

구호협의회는 “민 ·관 합동”으로 이름 붙여져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을 살펴

보면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협의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협

의회 구성8)을 살펴보면 정부 측은 관련부처 장관 및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으로 13명 

이상 구성원이 명시되어 있는9) 반면 민간위원에 관해서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

인 ·단체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만 표

현되어 있어 실제 민간위원의 최소한의 포함만을 의무화했을 뿐이다. 민관합동해외

긴급구호협의회 임무 범위는 해외긴급구호본부의 운영과 KDRT 파견으로 매우 제한

되어 있다. 또한 해외긴급구호대책 수립에 관련한 협의회의 역할은 다만 중앙행정기

관 간의 협조체계의 구축10)과 관련 정보수집 및 해외재난관리 지침 작성11)에 한정된

  8) 동법 제5조 참고. 
  9) 1. 재정경제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자치부장관, 5. 산업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건설교통부장관, 8. 기획예산처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소방방재

청장, 11. 해양경찰청장, 12.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13. 협의회의 위원장 그 밖의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각 부처 및 기관 명칭은 당시 법령에 기재된 바에 따름). 
10) 동법 제3조 제1항 참고.
11) 동법 제3조 제2항 참고.

<표 2> 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주요 실적(2008~2015)

연도 국가 지원 내용 

2008
2008
2009
2010
2013
2014

중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아이티

필리핀

시에라리온 

쓰촨성 대지진 긴급구호대파견 및 구호품 지원

사이클론 나르키스 피해지역 의료팀 파견

긴급구호대 파견 및 구호활동

긴급구호대 파견 및 의약품 등 구호품 지원

태풍 하이옌 피해 대응 구호대 파견

에볼라 대응 구호대 파견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에 개제된 사업실적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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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하에서 

운영된 긴급구호 사업은 사실상 전통적 위계구도에 따른 정부부처 간의 협력을 기반

으로 이행되었을 뿐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구도는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사업 내용 역시 의료지원, 인명구조, 구호비·구호물품지원

을 중심으로 하여 재난 직후 긴급하게 요구되는 대응에만 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외재난 긴급구호체계 그림에서도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그림 2> 해외재난 긴급구호 체계(2015년 7월 이전) 

<해외재난 긴급구호 체계>

민 ·관협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위원장: 외교부 장관

위원: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차관급 공무원, 한국

국제협력단 이사장, 위원

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   외교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조정  

•   국방부: 긴급구호인력 및 금품의 수송지원(필요시 의료 인력 및 물자 지원 포

함) 
•   행정자치부: 사망자 및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에 대한 정보수집, 「기부금품

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지방자치 단체

의 피해국 지원 관련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   보건복지부: 피해국에 파견할 의료지원팀의 선발 ·구성과 부상자의 치료 및 

해외긴급구호대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 구호인력, 구호물품과 유가족 소송을 위한 민간 수송수단의 지

원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 

•   산업자원통상부: 피해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의 관리 

•   기획재정부: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예비비 배정 

•   국민안전처: 탐색구조팀의 구성 및 해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   한국국제협력단: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과 관련한 행정사항, 피해국 현지 구

호본부의 설치 및 해외긴급구호 지원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행정 ·예산 긴급구조 의료지원
구호인력

수송
긴급구호대

재난피해국

(재외공관,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사무소)

해외긴급구호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

단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한국국제협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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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민관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초 형성: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1) 긴급구호시스템 개선  

2010년을 전후로 정부 중심의 해외긴급구호 정책은 그 구조와 사업 내용에 있어 

큰 변화를 보인다. 정부의 공식문서상 이러한 변화는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에서 처음 드러난다. 

이 정책문서는 국제사회 재난발생 빈도와 피해규모 증가로 세계적으로 해외긴급구호

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OECD 

DAC 가입에 따라, 국가위상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강

조한다. 특히 아이티 지진피해(2010년 1월) 지원 경험을 계기로 우리정부의 긴급구호 

선진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국무총리실 외) 2010, 

101).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은 긴급구호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긴급구호시스

템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를 주문하였다. 

첫째, 2015년까지 ODA 중 긴급구호 예산비중을 OECD DAC 회원국 평균수준인 

6%로 확대한다. 참고로 2009년 긴급구호예산은 95억 원으로 전체 ODA의 0.87% 수

준에 불과했다. 

둘째, 대규모 재난 상황발생 후 24시간 내에 외교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

여 긴급구호대 파견여부와 초기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셋째, 해외긴급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화된 인력과 긴급구호 장

비를 비축, 확대한다.

넷째, 민간 구호기관, NGO 등의 현장 활동 지원 등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위 정책문서를 근거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해외긴급구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 활동의 효과성, 효율성 등에 대한 논의가 정부 관련 부처에서 본격적

으로 시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선진화 방안은 정부가 긴급구호 현장에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과 실질적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요

컨대 이는 긴급구호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시작한 단계로 볼 수 있으며 관련 정책이 전향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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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0년 외교부 이재완(2010) 인도지원과장이 발표한 논문은 인도적 지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제네바 협약 체결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한국정부의 향후 주요 

검토 과제로 첫째 책임 있는 국가 덕목에 대한 인식 개선, 둘째, NGO와의 공조를 통

해 상호보완적 관계의 구축을 꼽고 있다. 이는 외교부의 공식문서는 아니지만 당시 

외교부의 기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거나 개인논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최

소한 당시 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분야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정부 

관료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2) 국제규범의 영향  

동시에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문서는 개도국 자립, 보편적 가치, 그리고 국격 

제고를 3대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010년까지의 한국 개발협력 성과에 대한 평

가 역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까지 양적·질적으로 국제수준에 비추어 

미흡하다”고 적시하며(관계부처합동(국무총리실 외) 2010, 9) “DAC 회원국에 걸맞

는 역할 수행, 특히 국제사회에서 정한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새로운 규범형성 과

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개발협력 추진”하는 것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골격으로 삼는다. 인도적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DAC 특별검토에서 제시된 권

고사항의 하나로 인도성, 중립성, 독립성 강화 및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인도적 활동 

강화, 그리고 다자원조채널 적극 활용을 강조한다. 정책문서에서 수차례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수준, 특히 OECD DAC의 기준을 “규범”적 차원에서 제시하며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긴급구호 예산 증가와 관련하여도 역시 OECD DAC 회원국 평

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이 정책문서는 규범 준수 항목에서 “UN의 새천년개발

목표(MDGs), OECD DAC의 권고 사항 등 국제사회의 원조규범을 충실히 이행할 것

을 명시하며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규범 이행상황을 매년 평가, 점검하여 개선”해 나

갈 것을 의무화하였다(관계부처합동(국무총리실 외) 2010, 27).

종합하자면 한국의 공적원조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함을 재확인

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여 원조의 양과 질을 선진 공여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민관협력을 

강조하였다. 17개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12) 합동보고서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12)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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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범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은 관련 부처들이 부처별 성격에 따라 공적원조 목

적에 대해 조금씩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장기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방향의 조정은 유상원조와 구속성 원조(tied aid),13) 양

자원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비판을 받아온 한국 ODA14)의 구조변화를 전제한다

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책변화로 연결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3.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확립

1)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제도화    

앞서 살펴본 정책방향 변화에 발맞춰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2011년 일부 개정되며 민관협력 부분을 포함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변

화는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기획재정부 ·외교부 2010, 66-67)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재난 및 사고 당시 초동상황에 대응하는 긴급구호를 전문

화, 매뉴얼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난발생 시 민간부

문과 효과적으로 지원방안 논의 및 사후 평가가 가능하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구성할 

것을 명시하면서 거버넌스 확립이 제도화되었다. 민간부문과의 네트워크 및 역할분

담에는 구호물품 수송 지원 및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

는 민간 긴급구호활동지원 확대 정책이 포함된다.15)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NGO는 

독자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독립적인 개발협력행위자인 동시에 정부의 인도적 지

원정책 이행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또한 긴급구호 사업의 범위가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재난예방 역량구축 지원과 

재난발생 후 재건복구 및 지역개발 연계로 확대되면서 포괄적인 인도적 지원을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포함됨.    

13) 구매 입찰시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는 공여국에서 조달해야 하는 원조.  
14) 한국 ODA는 유무상 비율, 구속성/비구속성 원조 비율, 다자/양자 비율 등을 기준으로 시

민사회로부터 인도주의적 가치보다 ODA를 통한 시장 확대 등 경제적 실익을 우선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러한 구조는 OECD DAC Peer Review에서도 변화를 요구받았다.    
15)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자금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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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재난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역내 협력강화를 통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활동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서 지역에서 장기간 활동해 온 민간단

체와의 협력이 거듭 강조되며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또한 제

고되었다.

외교부는 2011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의 정책방향에 맞추

어 인도적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긴급구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

다.16)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의 긴급구호 담당자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유엔 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17) 세미나의 주요 의제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해외긴급

구호 총체적 역량 제고 방안과 긴급 인도적 위기 시 유엔, 적십자, 정부, 민간의 재난

대응 협력체계 확립이었다. 특히 협력체계에 국내 민간단체의 참여를 위한 논의가 핵

심을 이루었다. KCOC 인도적 지원팀 이경신 부장은 인도적 지원 사업 참여 주체 간 

통합된 구호 이행 필요성 및 긴급구호 활동의 전문성, 책무성, 투명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긴급구호 책무성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

축, 인도적 지원 사업 질적 제고 및 책무성 증진 프로그램 도입, 긴급구호 및 재건복

구 관련 전문 자료 축적 및 공유, NGO 및 기타 긴급구호 수행 기관과의 조율 및 협

력, 긴급구호 활동 이후 지속적 모니터링 및 평가를 KCOC의 역할로 제안하였다. 한

국국제협력단 하경화 연구관 역시 구호대의 효율적인 지휘명령 및 협조체계 확립을 

위하여 거버넌스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외교부 김필우 인도지원과장은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긴급구호 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신속 재난대응 초동자금 지

원, 상시 민관네트워크 구축, 긴급구호 인력 양성, 해외긴급구호 홈페이지 구축 등의 

정책이 구상 중이라고 밝히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 거버넌스 구조 확립 

논의의 결과는 이후 다양한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채널이 구

16) 외교부 인도지원과 주최(비공개회의). 2011년 7월 14일.  
17) 참석부처, 기관 및 단체: 외교부, 보건복지부, 중앙119구조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내 소재 유엔기구 사무소, 대한적십자사, KCOC, 굿네이버스, 월
드비전, 메디피스 등 14개 민간단체 등과 유엔인도지원조정실(UN OCHA), 세계식량계획

(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난민기구(UNHCR)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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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되었고 민관협력 간담회와 인도적 지원 분야 책무성 포럼 등 정부와 민간이 만나

는 다양한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2015년 제출된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의 정

책문서는 문서 발간 당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에 포함되는 민간위원을 수

임하고 다섯 개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래 <그림 3>과 같이 해외긴급구호 운

영체제에 민간단체를 포함하였다(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2015, 6-9). 신속한 해외긴

급구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사전에 적합한 NGO를 선정하여 재난발생

시 초동대응 및 조기복구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자금지원 프로그램’도 신

설되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인도적 지원 역량강화 교육훈련이 제공되고 인도적 

지원 분야에 전문 인력풀이 구축되었다(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KCOC 2012). 이 과

정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의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발달하였고 다양한 제도와 관행을 

통해서 관련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긴급구호 정책은 예산증가, 긴급구호시스템 구축 등 

양적으로 규모가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재난과 사고에 대한 일시적이고 긴급한 구호

에만 한정되어 있던 정책의 범위가 인도적 지원으로 확장되면서 질적 변화도 같이 일

출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2015, 4). 

<그림 3> 해외긴급구호 운영 체제(2015년 7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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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다. 동시에 정부와 민간 간의 체계적인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졌고 민관협력자금

지원사업 등을 통해 NGO가 인도적 지원정책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민관협력은 정책이행 과정 즉 현장에서의 협력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

는 인도적 지원전략 수립에 대한 정책제안을 내놓았다(KCOC 외 2014). 외교부와 한

국국제협력단은 KCOC 및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등 주요 개발NGO등과 함께 다

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 정부의 긴급구호 전

문가 초청 세미나, 민관이 공동으로 주관 ·주최한 인도적 지원정책포럼18) 등의 열린 

자리에서 인도적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었다. 정

부의 정책전략과 시민사회의 제안을 함께 숙고하는 통로가 유지, 확장되는 것은 거

버넌스 구조가 확립된 것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지표이다. 

      

IV.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친 복합요인 분석  

1. 기능적 측면: 견인요인

그렇다면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전면적인 정책 변화가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일까? 첫째, 정책의 기능적 효율성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부의 긴급

구호 정책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 이전까지 정부의 긴급구호 정

책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간한 『해외긴급구호사업 성과 및 

추진체계 종합 평가보고서』19)에 담겨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 평가실이 서

울대 의료관리학 연구소에 의뢰하여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진행된 정부 긴급구

호 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보고서로 특히 2010년 아이티 사례가 중점적으로 분석

되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비공개로 지정하여 평가결과를 자

세히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한국국제협력단 다자협력인도지원실은 보고서에서 평가

결과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었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이 당시까

지는 긴급구호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나 준거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18) KCOC·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공동주관, 코이카 주최, 외교부 후원(2014년 8월 27-28
일).

19) 해외긴급구호사업 성과 및 추진체계 종합평가 보고서(한국국제협력단 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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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사업평가가 어려웠고 이런 이유로 평가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부연하였다. 정부의 긴급구호가 처음 시작된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 당시의 재난구

호 및 복구지원활동에 대한 왕석동(2013)의 평가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재난구호

에 나선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력이나 업무조정이 매끄럽지 않아 시너

지를 내기보다는 불필요한 중복과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

여봤을 때 해외긴급구호 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었다

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아이티를 포함하여 다양한 긴급구호 현장에서 민간단체들과 국제기구, 한국정부 

간의 공식,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였던 이경신 KCOC 부장도 정부 단독의 긴

급구호대 파견 및 활동에 대해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발관련 NGO단체에서 지속적

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한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사전 커뮤니케이션이나 현지

에서의 공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각각 긴급구호대를 재난현장에 파견한 경우 

구호대 활동의 중복 또는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고 긴급한 순간에 물류 공급, 재난 현

황과 지역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없어 양쪽의 성과에 부정적

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재난 지역 현지 정보의 중요성 문제도 제기된다.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및 의료활동을 위해서는 기후나 지리적 특징을 비롯하여 풍토병, 문화, 인종 및 

종교적 특성 등 현지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산하의 의료팀과 

중앙119구조단 소속의 구조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KDRT가 현장에 파견되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KDRT

가 현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외공관 및 한국국제협력단 현지사무소 역시 주

요 거점 도시에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가 일어난 특정 지역의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

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촘촘한 망을 가지고 활동하는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의 협력

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을 배경으로할 때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정부와 민간구호단체들 간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 즉 거버넌스 형성을 강조하는 이

유를 기능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2. 규범적 측면: 압력요인   

2010년 이전에도 정부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과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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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가지고 있었다. KCOC 이경신 인도적 지원팀 부장은 인터

뷰에서 개발NGO들은 긴급구호가 재난위험경감과 대비, 복구를 포함한 포괄적인 인

도적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장기적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개도국의 발

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긴급구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취약그룹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OECD의 취약국가 지원에 대한 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OECD 

2011). 시민사회의 권고와 요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

안』에 상당부분 반영되었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상시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확보

되었다. 시민사회 또는 NGO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연결고리

는 무엇일까?    

먼저 긴급구호 활동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분야는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에 해당하는 국제조약20)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제관습 등에 의

해서 국제적으로 일찍부터 법적 프레임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분야이다. 한국이 2009

년 가입한 선진 인도지원 공여국협의회(GHD:Good Humanitarian Donorship)에서도 

인도적 지원의 4가지 원칙21)에 입각한 제도적 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특히 중립성, 독

립성의 가치를 고려할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인위적 재난 상황에 대한 인

도적 지원은 국제기구와 민간을 통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상시 협력하는 것이 국제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국

제규범은 보다 구체적으로 OECD DAC의 특별 권고사항에서 명시되었고 이는 이후 

정부 정책문서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외교부(2015) 『인도적 지원전략』에 

정책 목표로 거듭 반영되어 왔다.      

정부와 민간 간의 의사소통 채널 확보, 정책결정을 위한 공동의 숙의과정 등의 거

버넌스 형성은 인도적 지원 분야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다. 전반적인 ODA 정책 분

야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변화의 일환이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국제사회의 개발규

범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규범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

에서 한국이 2010년 G20 정상회의와 2011년 부산 세계개발총회 주최국으로 개발

20) 제4 제네바 협약 중 Common Article 1, 3, 추가의정서 1, 2.
21) 인도성, 공평성, 중립성, 독립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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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따르고 향후 국제개발논의에 기여를 확대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결과문서인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와 부속서인 『다년간 개발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 그리고 한 

해 뒤에 부산에서 개최된 2011년 부산세계개발총회 결과문서인 『효과적인 개발협력

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은 국가 간 합의 문서로 개발협력 담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문서는 아니지만 한국이 주최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또 일부 내용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규범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

획 2011-2015』은 MDGs 달성에 기여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선진 원조규범 추구를 통

해 ODA를 선진화할 것을 전략목표로 삼았다. EDCF 원조 중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2015년까지 50%로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세

웠다(관계부처합동(국무총리실 외) 2010, 12).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실제 ODA 사업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GNI 대비 ODA 비율은 2002년 0.06%에서 10년 후 0.13%로 

증가하였다. 절대치로 보자면 총 ODA 액수가 278,800만 달러에서 1755,300만 달러

로 증가한 것이다. 유/무상 원조 비율은 2002년 무상 32.3%, 유상 67.7%에서 2013

년 무상 61.8%, 유상 38.2%로 역전되었다.22)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은 “국제사회 기준과 규범적 

요소”를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정부 보고서에서 보이는 “선진화, 선진 원조규범” 등

의 용어는 결국 OECD DAC 회원국으로 구체화된 개발협력의 규범적 기준을 의미한

다. 이는 UN과 OECD DAC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세운 규범적 기준이 확산되면

서 이것이 외부적 압력요인으로 작용하여 한국 내에서 제도화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

된다. 핀모어와 시킹크(Martha Finnemore and Sikkink Kathryn 1998, 895-898)의 규

범의 확산개념을 빌어 설명하자면 이는 “규범의 확산 및 내재화 단계”에 해당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개발규범이 굿거버넌스 형성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한다는 점이다. 굿거버넌스란 국가 외 비정부행위자들이 네트

워크를 통해 정책결정과 이행 과정에 평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투

명성, 효율성, 책무성 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의 결정과 이행에 있

22) ODA Korea 홈페이지 참고.



44   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1호(2016)

어 민간, 즉 시민사회, NGO, 학계 및 전문가 등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DAC 회원국

들이 다른 회원국의 ODA 집행을 평가하는 동료검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거버넌스 형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

다. 정부 공식문서에서 규범이 강조되는 것을 시기적으로 분석해보면 OECD DAC의 

회원 가입 전후로부터 규범이 ODA 정책방향 결정에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문서에서 규범을 강조할 뿐 아니라 실제 정책결

정과 이행에 민간의 참여 폭이 확장되고 거버넌스의 구조가 형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맥락을 종합하여 보면 거버넌스 형성을 압력요인 즉, 규범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3. 아이디어의 변화: 촉매요인

위에서 긴급구호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기능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효율성이 낮다는 기능적인 문제와 국내

외의 규범적인 압력이 있다 해도 그것이 바로 거버넌스 형성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

니다. 이러한 측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한국이 ODA 정책을 이행하

는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거버넌스 형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들이다. 그

렇다면 이런 환경적 요소들이 지속되는 중에, 어떤 특정 시점에서 어떻게 정책변화를 

일으키는가?

기존의 공적원조는 인간 존엄성을 목표로 하는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인 동시

에 해외시장 확대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구속성 원조

의 비중이 높은 것이 대표적인 근거이다.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

는 EDCF 원조 중 비구속성 원조를 증대할 것을 목표하는 동시에 추진 방향은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를 가능한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공적원

조가 두 가지 모순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정부는 “국격” 및 “소프트 파워” 제고를 전략목표로 포함하였다(기획재정부 ·외교부 

2010, 38). 기업의 수주 기회나 소프트 파워는 전통적인 국익인 가시적인 경제 ·안보 

이익과 직결된다. 반면 국격, 국가 위상, 성숙한 세계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 모

범, 국격 제고를 통한 국민의 자긍심 고취(관계부처합동(국무총리실 외) 2010, 2, 11)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정부가 전통적 국제관계이론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장기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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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무형적 이익을 중시하는 것의 방증이다. 즉, 정부가 국가의 이미지나 국제사회 

내에서의 체면 등의 새로운 가치를 국가의 중요한 이익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보편적 가치 추구는 원조기구 특히,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원조의 목표로 오래전부터 명시되어 왔고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수출입은행 EDCF는 공공연하게 원조 및 기여외교를 통한 기업진출을 중

요한 전략으로 내세웠고 이 두 가지 모순된 목표가 정책적으로 곳곳에서 충돌하였음

을 유 ·무상 원조 비율, 원조 구속성 문제 등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와 달리 부처 간

에 합의된 형태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주요문서에서 국제사회의 보

편적 가치 추구가 다른 것에 우선하는 목표로 선정되고 “국격 제고”가 중요한 목적

으로 등장한 점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부 정책에서 그러한 

우선순위가 반영되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을 전후한 시점이다. 바로 같은 시점에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장하던 민관협력과 거버넌스 형성이 구체화되었다.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민관협력이 제도화되는 시점은 또한 부산세계개발총회를 비롯하여 개

발협력 분야에서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던 시점과 일치한

다. 개발협력 분야 전반에서 NGO와의 협력 확대는 정부가 민간을 협력관계로 새롭

게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교부가 스스로 민

간을 초청하여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논의 결과를 정책 방향에 반영한 것도 

이와 같은 추론을 지지하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의 입장 및 태

도의 변화, 즉 국가이익에 대한 아이디어 변화가 인도적 지원 거버넌스 형성에 촉매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V. 결론을 대신하여  
 

인도적 지원정책 수립과 정책결정과 이행과정에서의 거버넌스의 형성으로 정부는 

해외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예방하고, 재건복구 및 

지역개발과 연계함으로써 재난재해의 피해를 입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저개발국

가에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인도적 지원으로 정책 범

위가 확장되는 것과 시민사회, NGO, 민간 전문가, 기업 등 다양한 개발주체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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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거버넌스 형성은 기능적으로 정부정책의 성과를 높일 뿐 아니라 국제규범에 부

합하는 방향이다. 핀모어와 시킹크(Finnemore and Sikkink 1998, 915)는 규범의 확

산은 공유된 국제규범이 국가들에게 “공동 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이익과 

선호를 만들어낼 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들에 따르면 개발규범이 국가들에게 

무형적인 이익, 가치, 이미지, 위상을 새로운 국가의 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영향

을 미쳤다. 다시 말하면 핵심적인 정책 변화, 즉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형

성은 기능적, 규범적 요인과 더불어 이러한 정부의 효율성 제고의 목적이자 국제규범

이 추구하는 가치가 국가이익으로 새롭게 해석된 덕분이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한 요인을 내재적 견인요인 즉 기능적 측면과 외적 

압력요인, 즉 규범적 측면과 더불어 주요 행위자인 정부의 태도 변화, 즉 국가이익의 

재해석이라는 촉매요인을 포괄적인 틀 안에서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정책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언제, 어떻게 거버넌스 형성에 작용하고 영향을 미

쳤는지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가이익 또한 이러한 사례연구는 이것을 모델화하여 다

른 분야나 사례에 적용하여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연구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

다. 긴급구호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정책은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조약 등을 통해 

국제적 규범의 의무가 명백하게 부과된다는 특색이 있다. 뿐만 아니라 GHD, DAC 

동료검토 등 국제규범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외적 압력

이 존재하고 이러한 규범적 압력이 기능적 필요에 의해 정부 내에서 정책 효율성 개

선을 위해 요구되는 개선안들과 일치하는 방향을 가진다. 반면 이러한 조건들은 다

른 사례에서 매번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다른 사례에서 규범적 압력이 정부가 정

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적 필요와 일치하지 않거나 정책적으로 선택 가능한 옵션

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례분석 모델의 패턴화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기적 맥락과 복합적인 요

인들을 고려하는 두꺼운 설명 방식은 내적, 외적 환경과 변화의 직접 매개가 되는 요

인들을 복합적으로 살핌으로써 왜 특정 시점에 정책적 또는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는

지를 설명하여 거버넌스 형성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강점을 가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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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Humanitarian Policy Governance Building 
Process and its Complex Factors

 Jiyoung Hong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governance which has 

been built and institutionalized in humanitarian assistance policy recent years. 

It is relatively more difficult to build governance in ODA polices, especially, 

in humanitarian policies as they are beneficent policies for foreign people 

and, moreover, rapid decision making is critical in overseas emergency relief. 

Nevertheless, governance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has been emphasized 

and financial support for NGO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this field. 

Within these context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mpirically analyze what factors 

influence on governance building. This paper chronologically divides the governance 

building process into three parts and reviews whether governance has actually been 

constructed. Then, it explains the complex factors from three different aspects: 

functional aspect as pull factor, normative aspect as push factor and reinterpretation 

of national interest as a catalyst. This case analyzing hardly offers a theoretical 

model by itself. On the contrary, the thick explanation on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hanges provided by this case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 governance more 

comprehensively. 

Keywords: governance building process, overseas emergency relief, humanitarian 

policy, norm, functionalist approach, full factor, push factor, ODA, public-private 

partne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