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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광역정부가 수행한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
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의 분야별, 유형별, 대상국가별 특
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SDGs체제 이후 새로운 행위 주체로 등장한 지방정부 개
발협력 사업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발협력의 분절화를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업분야는 항목 수가 증가하고, 교육 및 농촌개발에 대한 중복성
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반면 사업유형과 대상국가의 경우는 항목 수의 다원화에
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원조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중복성이 하락하였다가 다시 확대되고
있었다. 다만 최빈개도국 지원의 중복성은 약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처럼, 우리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
여 개발협력의 중복성과 분절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 경우 무상원
조관계기관협의회와 전국시도지협의회의 권한 강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주제어 개발협력, 지방정부, 중복성, 분절화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6153).
**	제1저자,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계명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세계지역학회논총 제37집 3호 (2019), 75-109.
Copyright Ⓒ 2019 한국세계지역학회

76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집 3호 2019

Ⅰ. 문제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구
체적으로 광역 단위 지방정부의 개발협력 사업에서 나타난 중복성의 현황과 변화를 분
석한다. 이러한 작업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체제
에서 새로운 행위 주체로 등장한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환기시키
고, 중앙정부를 넘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발협력의 분절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한국의 개발협력은 양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진화하고 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 전인 2009년 850.75백만 불이었던 ODA 규

모는 2017년 2,201.4백만 불로 약 세 배 증가하였다. 총 국민소득 대비 개발협력의 비율
은 2017년 기준 0.14%로, 전체 29개 DAC 회원 중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2011년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및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차 2011년-2015년, 2차 2016년-2020

년)의 수립 등을 통해 제도적이고 정책적 측면에서 개발협력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
주하였다.
이러한 양적인 발전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발협력은 다소 더디게 진화하고 있
다. 개발협력의 질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문제가 사업의 유사성 혹은 중복성
이다. 중복성은 복수의 개발협력 행위 주체가 동일한 국가를 대상으로 혹은 동일한 내
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현상으로 대변된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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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추진체계의 분절화(fragmentation)이다.1) 다시 말해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중앙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등 다양한 행위주체가 사전 조정 혹은 조율의 과정 없이 사업
을 기획하고 수행한 결과로 유사 혹은 중복되는 내용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
다.2) 그 결과 개발협력에 대한 책임이 여러 주체로 분산되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분절화는 무상원조와 유상
원조의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양적인 측면에서 개발협력의 규모를 확
대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의 중복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3) 지방정부의 개
발협력은 2010년 중앙정부의 OECD DAC 가입 이후 본격화되었고, 2015년 수립된 SDGs
체제 이후 지방정부가 개발협력의 주요한 행위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면서 더욱 확산
되었다.4) 광역 단위 지방정부의 개발협력 규모는 2006년 1.99백만불에서 2017년 12.05백
만불로 약 6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상국가와 사업분야는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
리카 국가 중심으로 교육 및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및 학문적 차원에서의 논의도 본
격화되었다. 그간 중앙정부는 개발협력의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국제
개발협력위원회(2006년)를 설치하였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년)에서는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내용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개발협력의 분절화(fragmentation)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한 공여국에서 집행하
1	
는 개발협력 사업의 수가 국가 전체 개발협력의 규모에 비해 많거나, 소규모의 개발협력 프로그램
이 여러 수원국을 대상으로 집행되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공여국 내 정부부처 및 지
방정부 등 다양한 기관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개발협력을 추진 및 집행하는 상황을 분절화로 정의한
다. 박용성,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유·무상 ODA 정책네트워
크의 구조와 특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제21권 3호 (2017), p. 188.
한재광,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7조에서 제 11조 관련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실태분석: 한국국제
2	
개발협력 사업중복을 중심으로』(서울: 입법조사처, 2015), p. 1.
장혜영,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발협력 재고찰,” 『OUGHTOPIA』제31권 2호 (2016), pp.
3	
133-161.
도묘연·정상희, “거버넌스 시각을 통한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제도적 특성 분석: 서울시, 경
4	
기도, 부산시의 사례,” 『국제정치연구』제21집 1호 (2018), p.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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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분절화된 개발협력 추진체계 하에서 행위 주체들 간의 협업은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5)
학계에서도 개발협력 추진체계의 분절화에 따른 사업의 중복성 실태를 분석하거나,6)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의 관점에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었다.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중앙 단위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물론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들 중에서 중복성 문제를 지적하고, 그 원인으로 추진체계의 분절
화에 따른 정책 조정 메커니즘의 부재를 지목하는 연구도 발표되었다.8) 그러나 특정한
지역 및 사례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제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
문에 중복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개발협력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정부 개발
협력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이 연구는 통시적인 관점
에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광역 단위 지방정부에서 수행된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변화를 추적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중복성은 사업분야, 사업유형, 대상국가로 유형화
하여 제시하였다. 나아가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분절화의 관점에서 해외사례 등을 참고
하여 중복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시도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집합자료를 활용
하여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조망하게 한다. 즉 특정 사례 혹은 지역을 중심
으로 개발협력의 특성을 제시하는 연구경향을 극복하여 종합적 및 거시적 차원에서의
분석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 차원에서 분절화의 극복을 통해 개발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지방정부는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대한민국 ODA 백서』(세종: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7), p. 38.
5	
6

박용성 (2017); 한재광 (2015).

문경연·김형성, “한국 ODA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전문성·효율성 달성을 위한 네트워크 거
7	
버넌스 적용방안,” 『국제개발협력연구』제9권 4호 (2017), pp. 5-30.
8

장혜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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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범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조례와 지원부서 설치
와 같은 체계가 완벽히 구축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다9). 또한 중앙정부와 비교할 때 예
산, 인력, 경험 등의 전반적인 역량과 전문성이 부재하여 개발협력 사업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개별 지방정부의 특화된 사업 발굴과 개발보다는 중앙정부
혹은 이미 개발협력을 추진한 다른 지방정부의 사업을 답습하여 중복성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결과물은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효율
성 증진과 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Ⅱ. 개발협력의 중복성과 분절화에 대한 논의
1. 개발협력의 분절화와 중복성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은 우리의 개발협력이 시작된 초창기부터 현재까지도 해결
되지 않는 난제 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그간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
다. 2010년 1월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도 사업의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
정 내용을 담았고,10) 2011년부터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해 무상 개발협력 사
업의 유사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는 사업 2년 전부터 예비검토제를 도입해 개발협력 사업의 유사 및 중복을 방지하고 있
다.11)

이태주 외, 『경기도 국제개발협력(ODA)사업 선진화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서울: 글로벌발전연구
9	
원, 20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8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10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제10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11조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 계획안의 작성’ 등에서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한재광 (2015), p. 2.
11 한재광 (2015),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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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부는 각종 보고서를 통해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하여 개별 주체들에게 중복성의 문제를 각인시켜 왔다. 국제개발협력분야별 시행계획
(2011년)에서는 “사업분야, 사업형태,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유사성 확인, 유사성이 확인

된 사업 대상국가(지역)의 중복여부의 검토”를 강조하였다. 또한 ODA 합동워크숍 자료
집(2015년)에서는 사업 간 연계 계획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협력의 중
복성을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유사하면서,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수혜자가 유사한 사
업으로, 사업간 연계계획이 없는 경우”로 규정하였다.12) 따라서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
성은 복수의 행위 주체가 사전의 조정계획 없이 동일한 혹은 유사한 내용, 형태, 분야,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으
나, 여전히 사업의 중복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간(2017년 기준) 한국국
제협력단(KOICA)과 다른 정부기관들이 수행한 주요 사업들 가운데 보건의료, 과학기
술분야, 직업교육 등 4건에서 2천850만 달러(322억원) 규모의 사업이 중복된 것으로 나
타났다.13) 즉 개발협력의 규모가 확대되지만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여전히 불거지고 있
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개발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중복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개발협력 추진체계의 분절화이다. 한
국의 개발협력 추진체계는 양자 및 다자 간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양자 간 개발협력은
다시 유상 및 무상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양자 간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한
국수출입은행(EDCF)이 담당하고, 양자 간 무상협력은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
이 수행한다. 그리고 다자 간 개발협력은 기획재정부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

12 한재광 (2015), p. 4-5.
연합뉴스, “정부 무상원조 중복지원 사례 많아…10년간 322억원,” https://www.yna.co.kr/
13	
view/AKR20170920128100371 (검색일: 2019. 08. 01).

81
분절화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분석: 2006년-2017년 도묘연·정상희

를 관장하며, 그 밖의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출연은 외교부가 관장한다.14) 이처
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체계 하에서 개발협력의 조정 및 통합 기제를 마
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립했다. 그
럼에도 여전히 유·무상 개발협력 간 분절화에 따른 한계가 해결되지 않자, 국제개발협
력기본법(2010년)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장인 국무총리가 모든 개발협력 정
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0년 무상 및 유상
개발협력의 협의 및 조정기재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및 EDCF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였다.
개발협력 추진체계의 분절화와 함께 행위주체의 다원화 역시 중복성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현행 개발협력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 이외에 중
앙정부의 각 부처 및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행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개발협
력의 통계를 총괄하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개발협력 예산을 집행한 중앙 정부부
처와 집행기관 및 지방정부의 수는 2017년 약 65개였다. 이러한 행위 주체의 다원화는
책임의 소재를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분산시켜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어렵게
하며, 이 경우 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사성 및 중복성 문제
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개발협력의 전문성과 효율성 간 대립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추진체계의 분절
화 및 통합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개발협력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외교부와
KOICA는 개발협력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개발협력 추진체계가 외교부와 그 산하

전문기관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상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기획재정
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분절화된 체계 하에서 전문성을 가진 소관 부처가 개발협력의
독자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15) 통합의 관점을 수용한다면, 중복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양자 및 다자와 유상 및 무상 개발협력 추진체계의 완전

이원희, 『ODA 사업의 분절성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 방안』(서울: 국회예산정책처, 2012), p. 4.
14	
15 문경연·김형성 (2017),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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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이룰 수도 있다. 그간의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
로 중복성 문제가 노정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개발협력 추진체계의 통합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개별 행위 주체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분절화를 극복할 조
정 기제를 강화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개발협
력 사업의 전략적 방향성에 맞추어 행위 주체들 간의 사전 조율 및 협의를 통해 중복성
을 방지하는 협의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협력 추진체계의 통합 대
분절화 및 효율성 대 전문성의 논쟁을 뛰어넘어 네트워크 거번넌스 구축 등 현실의 한
계를 보완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16)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설립된 외교부 주관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는 개발협력
의 조정 기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는 2015년 사업 간
의 중복 방지 및 연계 방안의 제시와 함께 5대 중점 분야(교육·보건·농림수산·공공행정·
산업에너지) 및 해외봉사·개발컨설팅에 대한 분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 간 정보 공
유와 협의 기회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2016년도 시행 계획에서는 중복사업이 완전히 정
리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17) 동 협의회에 지방정부도 참여하고 있으나, 동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혹은 지방정부 간의 개발협력 사업의 조정 기제로 볼 수 없
는 한계가 있다.

2.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과 분절화
2015년 확립된 SDGs의 핵심은 행위 주체 및 재원 조달의 다각화로 대변된다. 과거 새

천년개발협력(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체제에서 개발협력의 주체로서 전
통적인 공여국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다면, SDGs는 행위 주체로서 신흥 공여국, 협력국,
지방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의 역할을 강조한다. 더불어 이들 행위 주체로부터의 재

16 문경연·김형성 (2017), p. 7.
17 문경연·김형성 (2017),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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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조달 역시 강조하고 있다. 특히 SDGs 목표11(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
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은 공여국의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전이 가능한 개발협력의 정책과 전략의 수립을 명시적으
로 요구하고 있다.18)
이러한 변화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에서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유사한 기
능을 수행하는 수원국의 지방정부와의 도시 간 협력(City to City Cooperation, C2C)19)을 통
해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원을 제공하는 장점을 강조한다. 즉 지방정부가 축적
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화된 혹은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 및 개발하여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지방정부 역시 국제개발력협력기본법(2010
년)의 틀 속에서 기존에 추진한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우수 정책을 전파
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0)
이처럼 지방정부의 개발협력은 시대적 사명으로 요청되지만, 개발협력 사업의 주체
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 긍정론에서는 도시 간 장기적
인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언어,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져 상
호 간의 필요(needs)를 쉽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지식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조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21) 또한 지방정부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NGO 및 재단과 공동 재원을 마련하여 개도국 지방정부에 최적화된 개발협력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적한다.22) 반면, 부정론에서는 지방정부 자체의 정책과 가치가 개

정상희 외, 『대구경북지역의 ODA사업 활성화 방안연구』(대구: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 2017a).
18	
M. Bontenbal·P. van Lindert, “Decentrali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North-South
19	
municipal partnerships,” in P van Lindert et al.(eds.), Development Matters: Geographical
Studies on Development Processes and Policies (Utrecht: Utrecht University, 2006), pp.
301-314.
20 도묘연·정상희 (2018), pp. 230-233.
박소희·김종섭, “개발협력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비교우위: 원조효과성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
21	
구』제27권 3호 (2018), p. 136.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ocal Authorities: Actors for Development
22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2008),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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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협력에 반영될 경우 국제적 담론과 국제 규범을 준수하려는 중앙정부와 다른 사업 방
향성을 제시하여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그 결과 시행착오와 행정낭비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비해 사업의 역량이 떨어
지기 때문에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3)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역시 개발협력의 주체로서 지방정부
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개별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개발협력 사업은
특정 지역과 특정 분야에 중복되어 있으며, 중복된 사업을 중심으로 일회성 사업을 경
쟁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24) 이러한 문제는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 지방
정부 개발협력을 주도하고, 서울형 ODA 및 경기도형 ODA 브랜드화를 통해 개발협력
의 질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두 지역의 개
발협력 사업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사업분야 역시 연수생 초청
의 교육 프로그램과 프로젝트형 원조에 집중되어 있다.25)
이러한 중복성의 원인으로는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현실적 한계와 사업
의 추진의 분절화를 극복하는 조정 메커니즘의 미비를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개발협
력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정부의 낮은 예산과 인력은 특화된 개발협력 사업의 발굴과 집
행보다는 거래비용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 혹은 기존의 지방정부가 수행한 사
업을 답습하게 하는 유인이 되며, 궁극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 개별 지방정부 간의 협의 메커니즘이 부재
하여 분절화된 채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SDGs체제 이후 지방정부가 개발협력에서 주요한 주체의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행위 주체는 더욱 다원화되었으며, 그 결과 원조 추진체계의 분절화에 따른 개발협력

정상희·임소진, “국제개발협력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소고: 영국과 독일의 원조정책 비교연구,”
23	
『유럽연구』 제35권 4호 (2017), pp. 39-42.
24 장혜영 (2016), p. 149.
정상희 외, 『대구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대구: 대구광역시, 2017b), pp. 43,
2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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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중복성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조정 메커니즘은 제도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사업의 중복성을 방지하는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논
의가 부족하다. MDGs 체제에서 만들어진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년)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개발협력 사업과 유무상 분절체제와 관련한 논의가 반영되었으며, 지
방정부에 대한 언급은 제2조(정의)와 제4조(기본원칙)를 통해 개발협력의 주체 혹은 시
행기관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법 시행령 제3조 6항(국제발협력위
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무상협력 분야의 조정
메커니즘인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는 지방정부를 포함해 각 정부 부처들이 무상 원
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별로 연도별 사
업계획을 검토 및 조율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업의
중복성을 논의하는 메커니즘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지방정부 간의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을 조정하는 메커니즘 역시 부재하다.
지방정부의 개발협력 사업은 전통적인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년) 제정 이후 기존의 국제협력 관련 조례를 개정
하여 개발협력을 추가하거나 혹은 새로운 개발협력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기존의 국제
교류 협력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26) 과거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협의와 조율은 1994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의
해서 수행되었다. 동 재단은 내부의 의식이나 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게 향상시키는 내
향적 국제화(inward internationalization)와 국제교류와 국제통상 및 해외자매결연 등의
외향적 국제화(outward internationalization)의 향상에 기여하였다.27) 그러나 2010년 1월 이

26 도묘연·정상희 (2018), pp. 230-233.
송하중 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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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침에 따라 국제화재단
은 해체되고,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업무는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분리
하여 이관되었다. 그러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 간 개발협력 사업의 조정 기
관으로서 전문성과 구체적인 조정 메커니즘이 부재하며, 정보수집 및 행정업무와 관련
된 보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28)
이처럼 개별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조정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은 형
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개발협력 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개발협력 조정 시스템을 강화하여 유사한 사업이 시기별 및 시행기관별
로 중복 집행되거나 파편적으로 수행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즉 개발협력 행위 주
체들 간의 종적 및 횡적인 차원의 협력과 조정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발협력의 전문성을 가진 중앙정부는 법적, 정치적,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정
부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정부는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재정관리, 사회서비
스 제공, 시민참여 등의 경험과 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3. 기존 연구의 검토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과 분절화 문제는 연구자들의 오래된 관심사였다. 한국 개발
협력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고찰한 다양한 연구들은 분절화된 추진체계의 극복 방안
을 꾸준히 제시하였다.29) 특히 중앙정부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년) 제정을 통해 개
발협력에서 나타나는 분절화 문제의 해결을 구체화했음에도, 여전히 개발협력 사업의

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부학 연구』 제16권 1호 (2010), pp. 73-97.
28 장혜영 (2016), pp. 152-153.
국내 개발협력 사업의 분절화 및 중복성에 대한 연구경향은 박용성(2017)을 참고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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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복성 실태를 분석하거나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
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대표적으로 박용성의 연구30)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전(2006년과 2009년)과
이후(2011년과 2014년)의 시기에 나타난 개발협력 추진체계의 분절화 정도와 부처 간
중복사업의 시행 정도를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도입하여 실
증적으로 제시하였다. 그의 분석에서는 유상 개발협력 사업이 시행되는 모든 정책영역
에서 무상 개발협력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교
육,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농업, 인도적 지원, NGO 지원, 보건, 통신의 분야에서 사업의
중복성이 강화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반면 사례연구를 통해 KOICA와 EDCF 및 공공
기관이 2011년부터2013년까지 수행한 총 2,610개 개발협력 사업을 분석한 한재광31)의 연
구에서는 중복된 사업이 5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복성의 기준을 국가, 세부
분야, 파트너 기관, 사업조정 유무, 수혜자 등으로 엄격히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한 연구자 스스로 밝힌대로, OECD 통계 구분 시스템인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 활용의 한계와 분석대상이 2011년부터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중복성이 조정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박명지32)와 문경연·김형성의 연구33)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분절화된
추진체계로 인해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이 지속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극복 방
안으로 개별 주체 간의 전문성을 연계하는 방안에 주목하였다. 박명지는 국가지원전략
(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프로세스 운영 과정 안에서 유관 기관 간 협업 체계의

구축과 함께 각 부처의 전문성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CAS 협업이 프로그램 단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경연·김형성은 개발협력의 추진체계의 분절화

30 박용성 (2017).
31 한재광 (2015).
박명지, 『한국 무상 ODA의 파트너십 제고 방안 연구: 정부·공공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중심으
32	
로』(경기: 한국국제협력단, 2011).
33 문경연·김형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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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통합 혹은 효율성 대 전문성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양자 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 즉 목적과 신념의 공유, 자원의존 및 교환, 거래비용의 감
소라는 이점의 활용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각 정부 부처와 공
공기관이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협력 및 공조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 거버넌스의 촉매자로서 KOICA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처로 격상시켜
유무상 개발협력의 통합 조정 기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연구는 2015년 SDGs 체제 확립 이후부터 본격
화되었다.34) 이때부터 지방정부가 개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및 전략과 가이드라
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관련 보고서들이 축적되었다.35) 또한 국내외의 지방정부 개발
협력 사업을 사례로 하여 개발협력의 주체로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정책일관
성과 원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36)와 실증적인 차원에서 국제화 관련 조례 제정
및 해외직접 투자 예산이 많을수록 개발협력의 예산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발표되었
다.37) 그리고 개발협력과 관련된 조례 제정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장교
식38)은 조례 제정시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의 상호 관련성과 함께 지역실정 및 특색을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도묘연·정상희39)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서울시, 경기
도, 부산시의 개발협력 관련 조례를 분석 및 유형화한 후, SDGs 체제에서 강조한 민간
협력의 파트너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경우처럼 조례 제정시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34 도묘연·정상희 (2018), p. 2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경제·사회인문연구
35	
회, 2014); 이태주 외 (2015).
36 박소희·김종섭 (2018).
조현주 외, “한국 지방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지방의 세계화 수준
37	
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제29권 1호 (2015), pp. 261-289.
장교식,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과 자치입법권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제73집 2호
38	
(2016), pp. 337-354.
39 도묘연·정상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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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존의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과 분절화
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는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하다. 지방정부 개발협력의 활성화 방
안을 모색한 보고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및 지방정부 간의 분절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40) 그럼에도 장혜영41)의 연
구는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에 초점을 둔 논문은 아니지만, 주로 사례연구
를 통해 중복성을 개발협력의 주요한 문제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는 11개 광역 차원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일회성 및 중복
성을 지적하였고, 그 원인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및 지방정부 간의 정책조정 메
커니즘의 부재를 지목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실증적 차원에서 혹은 특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
협력 사업의 중복성 및 분절화의 현황과 해결 방안을 분석한 대다수의 연구는 중앙정
부 및 공공기관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었고, 그 관심이 지방정부 차원으로는 본
격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 물론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특성과 발전방안을 제
시한 연구들이 중복성과 분절화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실적 보고서와 같은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성이 강하다. 장혜영의 연구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자료
를 활용하여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과 특징을 일부 제시하고 있지만, 특정한
시점의 단순한 사업 현황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실증적 및 종합적인 차원
에서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수행되지 않
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집합자료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광역 단
위의 지방정부가 수행한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현황과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시도는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분절성 극복의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4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4). pp. 152-154.
41 장혜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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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분석틀 및 자료수집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광역 단위의 지방정부가 수행한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현

황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표 1>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분절화 관련
된 중복성은 복수의 행위 주체가 동일한 혹은 유사한 내용, 형태, 분야,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복수의 주체는 17개 광역 지방정
부로 정의된다. 사업의 중복성은 사업분야, 사업유형, 대상국가의 3가지로 구성하였다.
이들 3가지 구성요소는 개발협력 사업의 전체 예산 중 1순위의 분야, 유형, 대상국가의
비율로 측정된다. 단 사업분야는 분야별 항목 수를 추가하였고, 대상국가의 경우는 국
가 수와 소득수준별 국가군의 수를 포함하였다. 앞선 2장의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관
련된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중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상국가, 사업분야, 사업내용,
사업형태, 사업기간, 사업연계 계획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하게 제시된다. 다만 이 연구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동 자료에 기초하여 중복
성을 구성하였다.
<표 1> 분석틀
변수

중복성

내용

사업분야

항목 수/ 전체 예산에서 1순위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변화

사업유형

전체 예산에서 1순위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변화

대상국가

국가 수/ 전체 예산에서 1순위 국가와 소득수준별 국가군이 차지하
는 비율 및 그 변화

대상

시기

자료

광역
지방
정부

2006년
∼
2017년

한국
수출입
은행
ODA 통계

2. 자료의 특성
한국수출입은행의 통계자료는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
일한 집합자료이다. 동 자료는 지방정부가 사업 집행 이후에 보고와 입력을 통해 축적

91
분절화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분석: 2006년-2017년 도묘연·정상희

되며, 현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정부가 수행한 개발협력 사업의 예산(약정액과
지출액)과 예산별로 수행된 사업유형, 사업분야, 대상국가, 소득수준별 국가군의 정보
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동자료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모든 광역 지방정부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라북도의
자료는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를 제외하고는 2006
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가 완전하게 제시되지 않아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둘째, 분
류항목의 제시가 일괄적이지 않았다. 사업유형의 경우 대부분은 개도국 유학생 및 연
수생 지원, 기술협력, 프로젝트 원조, NGO·PPP 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로 구분되었지만,
양자 및 다자 원조로 구분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또한 대상국가는 대부분 특정한 국
가명이 제공되어 있으나, 아시아 및 아프리카와 같이 대륙으로만 제시된 경우도 있었
다. 또한 소득국가별 그룹 항목은 상위중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최빈개도국, 저소득국
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2017년의 경우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으로 제시되어 있었
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정부의 통계수집과 분류기준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으나, 통계자료로서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은 이 연구의 수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전라북도와 누락한 연도를 제외한 결과, 연구 분석기간 동안 최종 125개 연도의 사업이
분석대상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사업유형에서 양자 및 다자 원조로 구분된 경우는 사
업유형의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특정한 국가가 명시되지 않은 지역은 중앙아아시아 혹
은 아프리카 기타국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그리고 사업분야별, 사업유형별, 대상
국가별 항목의 누락으로 연도별 총 예산과 항목별 예산의 합에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와, 총 예산 대비 3개 구성요소의 항목별 예산이 75% 이하로 나타난 경우는 중복성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동 자료가 지방정부 개발협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을 수용하였고, 연도별 및 3개 구성요소의 항목별로 지방정
부 개발협력 사업에서 나타난 중복성의 경향성을 유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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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규모
<표 2>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5개 광역정부(전라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외)가

수행한 개발협력 사업의 규모를 보여준다. 광역정부의 개발협력 사업은 대부분 양자
무상원조로 수행되고 있었고,42) 12년 동안 수행된 개발협력 사업의 총 규모는 97.14백만
불이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개발협력 사업 규모 2,201.4백만불 대비 지방정부
의 지원규모는 12.05백만불로 0.55%를 차지한다.
먼저 연도별 특성을 살펴보면, 광역정부 개발협력의 사업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1.99백만불에서 2017년에는 12.05백만불로 약 여섯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국

제개발협력법(2010년)이 시행된 이후인 2011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2년 14.98백
만불로 가장 많은 개발협력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2015년 SDGs 체제 확립 이후 지
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음에도, 개발협력 사업의 규모는 오히려 다소 줄어드는 경향
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지역별로는 경북이 33.35백만불로 가장 많아 전체 개발협력의 34.3%를 차지
하였고, 그 다음이 서울 19.74백만불(20.3%), 인천 17.22백만불(17.9%), 경기도 12.02백만
불(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지역은 전체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84.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4개 지역이 광역정부 개발협력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며, 개발협력 사업의 지역별 편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그 외
개별 지방정부가 전체 개발협력 예산에서 차지는 비율은 대부분 5%미만이었다.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자료에서 다자 무상원조로 구분된 경우는 인천광역시 2015년 2.65백만불, 강
42	
원도 2010년 0.06백만불, 제주도 2012년과 2013년 각각 0.36백만불 및 0.46백만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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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6년-2017년 광역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규모
(단위: 백만불,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99

4.86

2.87

2.86

2.93

6.44

14.98

13.34

10.52

10.39

13.91

12.05

서울

1.54

3.9

1.79

1.46

0.83

0.97

1.89

1.53

1.26

1.73

1.28

1.56

부산

.

.

0.1

0.05

.

0.16

2.2

0.48

0.62

0.37

0.2

0.11

대구

.

.

.

0.03

0.02

0.03

0.05

0.24

0.46

0.67

0.7

0.6

인천

0.01

0.04

0.12

0.02

0.03

2.63

.

3.51

3.24

2.74

2.5

2.38

대전

.

0.01

.

.

.

0.01

.

0.03

.

.

.

.

광주

.

.

.

.

.

.

.

.

0.04

0.04

0.09

0.07

울산

.

.

.

.

0.01

0.01

0.04

0.05

0.13

0.04

0.04

0.04

경기

0.28

0.17

0.43

0.13

0.26

0.44

0.52

0.79

0.28

0.77

4.64

3.31

강원

0.02

0.58

0.16

0.02

0.59

0.46

0.27

0.29

0.2

0.17

0.39

0.36

충북

0.01

.

.

0.04

0.02

.

.

0.05

0.06

0.06

.

.

충남

.

0.03

0.05

0.02

.

0

.

0.2

0.08

0.02

0.01

.

전남

0.02

0.01

0.11

0.03

0.02

0.01

.

.

.

.

0.02

.

경북

0.11

0.12

0.11

1.06

1.15

1.72

9.54

5.53

3.57

3.43

3.65

3.36

경남

.

.

.

.

.

.

0.11

0.13

0.53

0.3

0.29

0.11

제주

.

.

.

.

.

.

0.36

0.51

0.05

0.05

0.1

0.15

합계
97.14
(100.0)
19.74
(20.3)
4.29
(4.4)
2.8
(2.9)
17.22
(17.9)
0.05
(0.6)
0.24
(0.2)
0.36
(0.4)
12.02
(12.4)
3.51
(3.6)
0.24
(0.2)
0.41
(0.4)
0.22
(0.2)
33.35
(34.3)
1.47
(1.5)
1.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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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
1.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표 3>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5개 광역정부가 수행한 전체 개발협력 사업의 중

복성을 보여준다. 사업분야의 1순위 항목은 교육이 30.9%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다
부문22.2%, 농촌개발 10.4%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농업·어업·임업 관련 분야는 17.8%였
다.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5% 미만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체 사업분야의 항목수는 23개
였다.
사업유형의 1순위 항목은 프로젝트 원조가 33.3%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NGO·PPP 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23.3%),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21.8%), 기술협

력(2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교육 분야와 프로젝트 원조형에 대한 중복지
원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대상국가의 경우는 특정 대륙에 대한 중복지원이 절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1순위 대륙은 아시아가 57.0%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아프리카(22.0%)와 중부 및 남부

아메리카 국(2.6%)였다. 또한 하위중소득국(28.7%)과 최빈개도국(26.2%)에 대한 중복지
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대상국가 수는 72개국이었다.43)

43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국가명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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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6년-2017년 광역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규모
(단위: 백만불, %)

사업
분야

사업
유형

대상
국가

항 목

규 모

비 율

교육

26.74

30.9

다부문

19.26

22.2

농촌개발

9.03

10.4

공공정책 및 시민사회

6.37

7.3

농업

5.64

6.5

식수공급 및 위생

2.76

3.2
3.1

보건

2.72

공공관리 및 행정관리

2.65

3.1

기초 사회인프라 서비스

2.23

2.6

인도적 지원

2.11

2.4

정보통신기술

2.05

2.4

임업

0.47

0.5

농업 관련 교육 및 훈련

0.36

0.4

의료서비스

0.24

0.3

물자원조 및 일반 프로그램 지원

0.24

0.3

에너지 보급

0.18

0.2

의료교육 및 훈련과 연구

0.08

0.1

운송 및 창고

0.05

0.1

건설

0.03

0.0

금융 및 재무 서비스

0.02

0.0

어업

0.02

0.0

사회보장

0.02

0.0

그외

3.4

3.9

합계

86.67

100.0

프로젝트 원조

26.91

33.3

NGO·PPP 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

18.82

23.3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17.64

21.8
21.4

기술협력

17.32

예산 지원

0.1

0.1

합계

80.79

100.0

아시아1)

52.37

57

아프리카2)

20.22

22

중부·남아메리카3)

2.39

2.6

유럽(벨라루스)

0.06

0.1

그 외(미확인)

16.91

18.4

합계

91.95

100.0

96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집 3호 2019

항 목

규 모

하위중소득국

17.68

비 율
28.7

최빈개도국

16.15

26.2

상위중소득국

6.66

10.8

저소득국

0.66

1.1

상위소득국

0.5

0.8

그외

0.12

0.2

미배분

19.85

32.2

합계

61.62

100.0

주: 1) 팔
 , 동티모르, 라오스,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서안 및 가자지구, 스리랑
카,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
지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아시아 기타
2) 가
 나, 가봉, 감비아,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짐바브웨, 카메
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아프리카 지역,
3) 과
 테말라,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자
메이카

2. 연도별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표 4>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5개 광역정부가 수행한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변화를 보여준다.44) 먼저 1순위 항목 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3>의 전체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유형별, 분야별, 대상국가별 중복성과 동일한 경향이 발견된다. 첫째,
사업분야에서는 교육이 1순위를 차지하는 경우(2006년, 2008년, 2009년, 2012년, 2013년,
2016년)가 대부분이었고, 교육은 모든 연도에서 3순위 안에 위치했다. 다만 2015년과
2017년에는 농촌개발이 1순위를 차지했다. 둘째, 사업유형의 경우는 기술협력(2010년,
2012년)과 프로젝트 원조(2013년-2015년, 2017년) 및 NGO·PPP 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

3장 2절에 밝혔듯이,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한국수출입은행의 통계자료는 누락한 항목이 많아 연
44	
간 총 금액과 사업유형별, 사업분야별, 대상국가별 금액에서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총
예산 대비 사업유형별, 사업분야별, 대상국가별 예산이 75-100%를 차지하고 있었다. 단 75% 이하
로 나타난 경우(2007년 사업분야, 2006년-2009년 사업유형, 2006년 및 2015년-2017년 대상국
가 소득수준별 국가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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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6년)가 1순위를 차지했다. 셋째, 대상국가에서는 2012년(아프리카)을 제외

하고 모든 연도에서 아시아 국가가 1순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1순위 국가45)는 2006년과
2007년 베트남, 2008년 중국, 2009년 인도네시아, 2010년 중국, 2014년 베트남, 2015년과
2016년 캄보디아, 2017년 인도네시아였다. 그리고 소득수준별 1순위 국가군은 하위소

득국(2006년, 2014년)과 최빈개도국(2009년-2011년, 2009-2013년) 및 상위소득국(2008년)
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1순위 항목 수 및 비율 변화를 통해 중복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특성
이 확인된다. 첫째, 사업분야는 항목 수도 증가하고, 특정한 항목에 대한 중복지원 비율
은 줄어들고 있었다. 항목 수는 2007년 6개, 2008년 7개, 2009년 12개 2010년·2011년 9개,
2012년 7개, 2013년 14개, 2014년 12개, 2015년·2016년·2017년 16개로 확인되었다. 항목의

수는 2006년에 비해 2017년에는 약 2.7배 증가하였고, 2013년부터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1순위 항목의 비율은 2006년 60.3%, 2008년 39.7%, 2009년 42.0%, 2010년
46.4%, 2011년 46.1%, 2012년 35.4%, 2013년 31.9% 2014년 50.8%, 2015년 25.5%, 2016년
24.2%, 2017년 27.9%로 나타났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년)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2014년을 제외하고는 1순위로 분야로의 중복지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줄어 들었다.

둘째, 사업유형의 경우 항목 수는 다원화되었으나, 특정한 항목으로의 중복지원 비율
은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고 있었다. 전체 항목 수 5개 중 2010년은 3개, 2011년-2015년
4개, 2006년 5개, 2017년 4개로 나타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년) 제정 이후 다원화되

고 있었다. 그리고 1순위 항목의 비율은 2010년 52.2%, 2011년 48.9%, 2012년 45.3%, 2013
년 31.0%, 2014년 31.7%, 2015년 39.4%, 2016년 43.5%, 2017년 48.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
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2010년) 제정 이후 오히려 줄어들었으나, SDGs체제가 출범한
2015년 이후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자료에서 아시아(중앙아시아, 극동아시아, 동남아시아)로 제시된 경우를 제외
45	
하고, 구체적인 국가를 명시한 아시아 1순위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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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연도별 광역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단위: 개, %, 백만불)

수
2006
(1.99)

6

사업분야

교육

대상국가

사업유형

수

60.3
(1.2)

2007
(4.86)

대륙

소득수준

10

아시아

89.4
(1.78)

8

아시아

95.9
(4.66)

하위
중소

75.5
(3.67)

2008
(2.87)

7

교육

39.7
(1.14)

15

아시아

76
(2.18)

상위
중소

52.3
(-1.5)

2009
(2.86)

12

교육

42
(1.2)

20

아시아

55.2
(1.58)

최빈
개도

41.6
(1.19)

2011
(6.44)

9

다부문

46.1
(2.97)

4

NGO
PPP
지원

48.9
(3.15)

23

아시아

68.9
(4.44)

최빈
개도

25
(1.61)

2012
(14.98)

7

교육

35.4
(5.3)

4

기술
협력

45.3
(6.78)

24

아프
리카

44.1
(6.6)

미배분

62.8
(9.41)

2013
(13.34)

14

교육

31.9
(4.26)

4

프로
젝트

31
(4.14)

35

아시아

56.9
(7.59)

최빈
개도

28.1
(3.75)

12

다부문

50.8
(5.34)

4

프로
젝트

31.7
(3.34)

38

아시아

37.8
(3.98)

하위
중소

30.3
(3.19)

2015
(10.39)

16

농촌
개발

25.5
(2.65)

4

프로
젝트

39.4
(4.09)

23

아시아

40
(4.16)

2016
(13.91)

16

교육

24.2
(3.37)

5

NGO
PPP
지원

43.5
(6.05)

24

아시아

55.8
(7.76)

2017
(12.05)

16

농촌
개발

27.9
(3.36)

4

프로
젝트

48.2
(5.81)

28

아시아

62.2
(7.49)

2014
(10.52)

*(

확인 불가

)는 개발협력 사업의 지출금액임.

셋째, 대상국가의 경우는 사업유형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대상국가 수는 2006년
10개, 2007년 8개, 2008년 15개, 2009년 20개, 2010년 25개, 2011년 23개, 2012년 24개, 2013년
35개, 2014년 38개, 2015년 23개, 2016년 24개, 2017년 28개로 확인되었다. 대상국가 수는
2013년과 2014년 급격히 증가하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으나, 2006년과 비교하면 2017년

약 2.8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1순위 대륙의 비율은 2006년 89.4%, 2007년 95.9%, 2008년
76.0%, 2009년 55.2%, 2010년 42.0%, 2011년 68.9%, 2012년 44.1%, 2013년 56.9%, 2014년
37.8%, 2015년 40.0%, 2016년 55.8%, 2017년 62.2%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로의 중복지원

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다시 50% 이상으로 증가하여, 최근 들어 아시

99
분절화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분석: 2006년-2017년 도묘연·정상희

아 국가에 대한 중복지원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단 1순위 소득수준별
국가군의 비율은 2007년 75.5%, 2008년 52.3%, 2009년 41.6%, 2010년 39.6%, 2011년 25.0%,
2012년 62.8%, 2013년 28.1%, 2014년 30.3%로 나타나, 소득수준별 국가군으로의 중복지

원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함의
<표 3>와 <표 4>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에서 나타난 중복성

의 변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분야는 항목 수가 증가하고, 특정 분야에 대
한 중복지원도 꾸준히 하락하여 중복성이 약화되고 있었다. 또한 교육분야로의 중복지
원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근 들어 농촌개발 분야로의 중복지원 경향이 발견되었다. 둘
째, 사업유형의 경우 항목 수는 다원화되었으나, 특정 분야에 대한 중복지원은 줄어들
었다가 다시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다. 그리고 프로젝트 원조에 대한 중복지원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셋째, 대상국가의 경우는 지원국가 수의 증가에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에 대한 중복지원은 약화되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강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분야에서는 중복성이 확연히 감소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사
업유형과 대상국가에서는 여전히 중복성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대상국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단 최빈개도국으로의 중복지원은 감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
석결과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된 광역정부 개발협력 사업 중 84.9%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경상북도가 수행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4개 지역의 특성으
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사업분야를 제
외하고 중복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중복성의 극복을 위해서는
분절화된 상황에서 수행되는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을 상기시켜 준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및 지방정부 간의 협의 메커니즘이 정상
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선 2장의 논의에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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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했듯이, 외교부 산하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는 다양한 개발협력 행위 주체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중복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나,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협의체로 볼 수 없다. 물론 2015년 1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ODA 추
진체계 개선방안” 이라는 안건을 통해 지방정부에 의한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
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개발협력의 행위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제도적인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46) 여기서 독일과 일본의 사
례는 우리에게 분절화된 개발협력 추진체계 하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종적
및 횡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독일과 일본의 개발협력 추진체계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독일은 연방제 하에서 지방
정부가 개발협력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지만, 일본은 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산하의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가

중앙정부를 포함해 지방정부의 개발협력을 통괄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독립적으로 개
발협력을 추진하거나 혹은 외무성의 보조금과 JICA의 지원을 통해서 개발협력을 추진
한다. 다시 말해 독일은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에 의해 개발협력을 추진하지만47), 일본은
주로 중앙정부에 통합된 JICA의 재원에 의해서 개발협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국가는 개발협력 추진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그리고 지방
정부 간의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개발협력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의 메커니즘인 연례위원회(Federation-Länder
Committee on Development Co-operation)는 개발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와 조정의 기능을

담당한다.48) 또한 연방경제협력개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한국개발연구원, 『UN SDGs현지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개도국 지원방안 연구』(서울:
46	
행정안전부, 2018), p. 31.
독일은 지방정부에 의한 개발협력 사업의 규모와 전체 개발협력에서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비중이
47	
타 유럽연합(European Union)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정부의
개발협력 비율은 2009년 약 12%에서 2016년 약 5%로 감소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 (2018), p. 39.
OECD, Aid Extended by Local and State Governments (Paris: OECD, 2005), p. 4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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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Entwicklung, BMZ)는 연방장관과 주정부 장관 간의 협의 메커니즘의 역할을 담당하

며49), 연방 차원의 독일국제협력공사(GIZ)는 지방정부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정
부의 전문가를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50) 최근에는 SDGs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 및 시민사회를 포함해 다양한 행위 주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확
대하고 있다. 실례로 2017년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 장관 간의 협의회와 주정부 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기존에 수행되었거나 향후 진행
될 사업에 대한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였다.51)
특히 독일은 연방제 하에서 주정부의 독자성이 강하지만, 개발협력 사업에서 주정부
간의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16개 연방정부는 공동 포털사이트인 독일연방정
부 개발정책(German Federal States in Development Policy)52)을 통해 개별 주정부의 개발정
책 방향과 활동을 소개하고 있으며, 주정부들은 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공동
의 교육활동을 수행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53) 또한 다양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축되어 있는 독일 도시연합회(Deutscher Städtetag)54) 역시 지방정부 간의 개
발협력을 논의 및 협의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중앙정부 차원의 외무성과 JICA가 개발협력 사업을 주도하지
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
전 일본의 개발협력은 중앙정부 중심의 수행체계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 지방자치단

49 OECD (2005), p. 40.
50 경제사회인문연구회 (2014). p. 116.
Kambiz Ghawami, German Federal States in Development Policy (Wiesbaden: WUS51	
Information Centre Educational Mandate North-South, 2018), p. 3.
German Federal States in Development Policy, https://ez-der-laender.de/en (검색일:
52	
2019. 4. 17).
53 정상희 외 (2017a), p. 57.
Association of German Cities, http://www.staedtetag.de/englisch/index.html (검색일:
54	
2019.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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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의한 개발협력은 중앙정부의 개발협력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되었다.55)
그러나 지방분권화의 진척 속에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의 협력 혹은 연계를 위한 제
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다. 일본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활동을 지원하는 자치체국제화협회(the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CLAIR)56)와 함께 개발협력을 포함해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업무를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57) 또한 JICA는 공모의 형태로 지
방정부의 수요를 반영한 개발협력 사업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제안형
사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단순한 참여자로 한정되지 않으며, 사업기획 과정에서 타
당성 조사의 자문 등과 같은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58) 또한 JICA는 공모형 사
업의 경우 환경, ICT, 물 분야 등에서 역량을 보유한 지자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
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제안을 촉구하고 있다.59)
두 나라의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협의 메커니즘 활성
화의 긍정적인 기능을 함의한다. 즉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협의체가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 및 제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에 행위 주체 간
의 협의 및 조정의 기제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독일과 일본의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다양한 협의 메커니즘을 활성화하여 분절화에 따른 중복성
을 극복하고, 지방정부의 개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별도의 새로운 기구를 만들지 않더라고 현행 제도의 개혁을 통해
서도 가능하다.

55 정상희 외 (2017a), p. 69.
56 한국개발연구원 (2018), p. 68.
57 OECD (2005), p. 44.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ttps://www.jica.go.jp/partner/jichitai/grant_
58	
aid/index.html (검색일: 2019. 4. 15).
Ministry of Foreign Affaires of Japan,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about/
59	
page23_000707.html (검색일: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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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부 산하 무상
원조관계기관협의회에서 지방정부의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동 협의회에 참여
하는 지방정부는 정부 부처의 필요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국제
개발력기본법 시행령 제3조6항). 동 협의회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협력 사업의 다
양한 행위 주체들 간에 발생했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면,
지방정부 사업의 중복성 문제로 그 관심을 확대하는 질적인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동 협의회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정례화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는 개발협력
에 대한 역량 부족으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의 단순한 재원 지원뿐만 아니라 지식 공
유와 컨설팅을 희망하고 있다.60) 따라서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긴
밀한 협의 메커니즘은 지방정부의 요구가 중앙정부에서 수용되는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 간의 협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동 협의회는 2010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
체 이후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화 업무를 위임받았으나, 현재의 역할은 정보 수집과 행
정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61)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개발협력 사업에 대
한 협의 및 조율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SDGs 체제 이후 지방정부의 국제화
업무 중 개발협력이 가중되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동 협의회의 업무에는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동 협의회가 개발협력 사업과
관련된 정보교류와 컨설팅의 장이라는 새로운 규정도 추가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화의
과정 속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는 자연스럽게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조
율하는 협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60 한국개발연구원 (2018), p. 51.
61 장혜영 (2016),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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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5개 광역 단위 지방정부의 개발협력 사
업에서 나타난 중복성의 현황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중복
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분절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
한 작업은 SDGs체제 확립 이후 중앙정부에 비해 뒤늦게 개발협력의 주체로 참여한 지
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중복성 및 분절화의 문제를 지
방정부 차원으로 확대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경험적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업분야는 항목 수가 증가하고, 교육 및 농촌개발에 대
한 중복지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반면, 사업유형은 항목 수의 다원화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이 하락하였다가 다시 확대되고 있었다. 대
상국가의 경우도 항목 수는 증가하였으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중복성은 약화되었다가
다시 강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개발협력 사업의 규모는 2006년(1.99백만불)에 비해 2017
년(12.05백만불) 약 여섯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사업분야를 제외하고 중복성은 약화되
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최근에는 강화되는 경향성마저 보이고 있었다.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은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과제이다. 이제 우리의 지방정부는
세계적으로 SDGs라는 규범에 부응해야 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
는 지방분권의 흐름에 발맞추는 과업도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개발협
력과 관련지어 보면,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예산과 프로그램 및 역량에 기초하여 개발
도상국 도시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방정부만의 경쟁력을 가진 개발협
력 사업을 발굴 및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범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인적 및 물적 자원과 역량의 부재는 지방정부 스
스로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없게 하는 현실적인 요인이다. 개발협력 사업에서 중복성
문제 역시 지방정부의 열악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즉 현
실적인 한계가 중앙정부 및 기존의 지방정부가 수행된 사업을 답습하는 유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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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다량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
정부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의 메커니즘 구축은 개발협력의 부족한 자원 및 정보를 공유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가진다. 나아가 사업의 중복성을 사전 조율 및
조정하여 개발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개발협력 사업 추진시 종적 및 횡적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참여하는 현재의 분절화된
체계에서 개발협력 사업의 중복성은 불가피하지만, 행위 주체들 간의 협의 메커니즘
구축은 중복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를 연계하는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여 SDGs 및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개발협력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중앙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협의 체제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 메커니즘으로도 적극 활
용할 수 있다.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 참여
하는 수동적인 참여자로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동 협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발언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정례화해야 한다. 더불어 전국시도지협의회를 지방정부가 수행하
는 개발협력 사업의 조정 메커니즘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의 형식적인 국제화 업무
에서 탈피하여 개발협력 사업의 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 업무에 개발협력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 메커니
즘은 지방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조건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는 한국수출입은행 개발협력 통계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
계를 가진다. 앞서 2장 2절에 논의했듯이, 동 자료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광역 단위
지방정부가 수행한 개발협력 사업의 규모, 사업유형, 대상국가, 사업분야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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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전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연구의 제약 요인이 많았다. 그럼에도 질적 연구와 특
정 사례연구 경향을 극복하고, 집합자료를 분석하여 통시적인 관점에서 개발협력 사업
의 특성과 그 변화의 경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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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Duplication of Local Government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from the
Perspective of Fragmentation : 2006-2017

MyoYuen, Do｜Yeungnam University
Sanghee, Jung｜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duplication in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conducted by metropolitan autonomous governments of South Korea from
2006 to 2017. Specifically, it 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according to areas, types, and target countries. This work was conducted to find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fragment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actual state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s of local governments that
have emerged as new actors sinc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ere se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 the case of the program area, the number of list has
increased and the duplication for education and rural development has consistently
declin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program type and target countries, it has
increased; however the duplication for project assistance and Asia’s countries decreased
but has expanded again. But duplication for the poorest countries has diminished.
Therefore, like the cases of Germany and Japan, we should cope with the duplication and
fragmenta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by enhancing the consultation mechanism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 alternative
for this can be to extend the authority of the Inter-Agency Grants Committee and the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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