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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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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개발협력 추진방향과 추진전략 

이태주 한성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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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1 

한국 ODA의 전략과 방향 (KOICA 문화 ODA 추진현황과 방향) 

김지윤 KOICA 동아프리카팀장 

발표2 

개도국 유네스코 유산 등재 지원사업 

김귀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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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과 협업체계 

김광희 한국문화재재단 국제교류팀장 

질의응답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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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4 

아태지역 무형유산보호 국제협력 (ICHCAP 사례) 

김덕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교류협력팀장 

발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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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s-1a:oo 종합토론 -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국재개발협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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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개발협력 추진방향과 추진전략 

이태주 | 한성대학교 교수 

기조발제 I 9 





문화개발협력추진방향과 
추진전략 

이 태 주(한성대 교수) 

•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 자신의 존업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 
희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세 
계인권선언 제22조) 

• 모든 사람은 공동제 의 문화생 활에 자유롭게 참여 하 
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 
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7조) 

• 인간적, 문화적 맥락과 결별한 개발은 영훈이 없는 성 
장이다(UNESCO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 빈곤되치와 MDG 달성을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다양 
하고 포용적 인 사회 가 중요(UNDP 2004) 

문화와발전논의의근거 

기조발제 I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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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개발지형의 변화와 post-2015 프레임워크로서 
지 속발전목표(SDG) 합의 

• 개발협력의 한계와 변혁 논의: ODA 개념 재정의, 혁 
신적 개발재원, 민관협 력 PPP, 남남협 력 SSC 

• 개발도상국의 다양한지정학적 특수성 안정과신자 
유주의 정책의 일방적 강요에 내한 희의론 내두 

• 개발도상국의 개발 주도성과 역량개발 중요성: 문화 
자원, 토착지식, 문화산업, 창조경제 중요성 

왜,문화 개발협력인7|' 

• Rio +20 이 후 지 속발전목표와 post-2015 개 발목표를 통깝 
‘ 우 리 가 원 하논 미 래 The Future We Want' 

• SDG 17개 목표 설정 을 통해 지 속발전의 세 차원을 통합 

경제,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 • 
• 모든분야가문화의 횡단주제와직접 관련됨 

• SDG 17개 goal도 문화와 분리 할 수 없음 

• “우리가주구하는변혁에서의 문화의 힘 '’(thepowerof 
culture in the transfonnative change we seek) 

• "SDG가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정부에만 머물러서는 
안되며 사람들이 이를 수용하고 문화가 모든 측면에시 
SDG를 지 지 하논 중요한 힘 이 되 어 야 함'’ para.132, The 
Road to Dignity by 2030 

글로벌 개발협력에서의 ‘문화' 



• 문화를통한발전의성찰과비전설정필요성 

• 지속발전을위한푼화의 저력을확인 

• 포용적 발견을 위 한 문화자원 발굴 필요성 

• 지속발전의 주요 축으로서 문화다양성 증진 

문화개발협력 ICDC] 의제가 
왜,증요한가? 

• 개발협력에 대한 문화적, 통합적, 범분야적 접근(CDC 
as a holistic, cross-cutting approach) 

• 둔화발견을 위 한 개발협 력 (CDC for cultural 
develop1nent) 

• 지 속가능발전을 위 한 개발협 력 (CDC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문화와 개발협력ICDCJ의 세 차원 

기조발제 I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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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개발협력에 였어서 실질적으로문화적 관점을실현 
• 협력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전통적 지식체계와 생계기술, 
지역문화를 개발과정에 활용 

• 개발주권을 인정하고 주체적이고 다양한 발전과사회변화 
가가능하도록지언하는 협력의 인칙과 접근 방법 

• 빈곤층과 주변화된 계 층 및 소수민족들에 대 한 포용적 발 
전을위한문화적 접근 

• "문화논 발전의 본질이고 궁그 모처" 기 극 기 (Culture is the be all 
and end all of development) 

• 문화는발전과개발협력의 목적을규정하고의미를부여 
하는 자성의 거울, 의미의 인천, 맥락 

개발협력에대한통합적, 
범분야적접근 

• 규-네스코는 분화발전을 위해 유엔개발원조大 
(UNDAF)에 다섯 가지의 핵심 주제와 영역을 포함시 
킬 것 을 제 시 (UNESCO 2012b) 

• 사회개발,포용과사희서비스 

• 경 제개발, 빈곤감축과 생계 
•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재난위험경감(DRR) 

• 인권, 법치와 갈등예방 
• 기버넌스 

• 분화발전은사희개발과 경제발전,지속가능발전과 
인권 및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enabling 
enviromnent) 이 고 개 발과정 을 가능하게 하논 것 
(enabler) 

문화발전을위한개발협력 



• 유형문화유산파 1972 세계문화유산협정 
• 무영문화유산 
• 문화산업과공예 
• 문화관광 
• 문화정책과유네스코국제문화협정 
• 이동유산과문화제도 
• 문화다양성과 언어 
• 문화간대화 
• 문화권 
• 평화구축과 평화의 문화 
• 재난위험경감 

11개문화분야 핵심사업 

• 문화는 지 속가능 발전의 축으로서 사회, 경 제, 환경 적 
지 속가능성 이 작동하도록 하는 협 

• 문화다양성과 생물종 다양성의 보호, 인권에 기반한 
개발과 문화권 보장, 소수민족과 소수자의 문화권 

• 지속가능관광, 도시와 주거, 건강, 생물다양성, 지속 
가눙한소비와생산,교육,성평등둥이 문화와직접 
적으로관련 

•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1 0년 계획은 지속 
가능발전이 생산과 소비를 포함한 생활양식과 문화 
의 변화를포함 

Xl속발전을 위한문화개발협력 

기조발제 I 1s 



• 경제기술과료츠지之 o 두 5 口 T-l Econ01ny-technocrat-centris1n 

• 공여 국 중심 주의 Donor-centrism 
• 개발국가츠지츠이 5 口 :f=- -9-1 Develop1nent State-centrism 

• 한국 형 전 파주 의 Korea11-Style Diffusionis1n 
• 분산형 원조入1 과之 o T 의 Frag1nented Aid Performance 

Syste1n 

한국개발협력의성찰 

• 압축적 경제개발과 기술혁신 

• 경제-기술관료가 원조정책과 사업 주도 

• 령식적 요청주의(우리 산업과기술 세일,상업적 등기) 

• 건설, 토목, 인프라, 시설, 산업기술 중심 

• 경제, 기술관료와 옌지니어 중심 전문가 풀 

• 단계적, 단선적 발전론과 근대화론에 기초 

• 획일적 모델과 계량주의의 한계 극복 필요성 

경제-기술관료 증심주의 

16 I 



• 한국 중심 ODA 동기, 기획과 설계 

• 한국 개발경험의 특수성과 적용 한계 

• 국가, 지역 선정부터 인조 수단과 방식, 전달제계, 성 
과평가등 모두 한국식 성과주의 

• 개발경험,사업기술, 감성분야로 집약되는 한국형 모 
델의 한계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등 참여 제한 

• 개 발주권ownership과 파트너 십 제 약 

공여국증심주의 

• 권위주의적 개발국가와 개발독재 지원 

• 국가주도형 개발과강력한국가자본주의 

• 지구촌새마을 ODA의 신화화 

• 정부 주도 ODA로 민간,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제약 

• AidBusiness의 정부와 공공기관의 독점으로 민간참 
여와국세 수주 경쟁력 등 제약 

개발국']|증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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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스타일'과 '한국 스타일' 원조 문화의 특성 

• 지나친 가시성, 단기성, 유행성, 독특성, 속도성, 대중 
성,성과주의 ... 

• 'ODA 한류'개념 비판 

• 일방주의, 전파주의 

• 안프라,시설 중심 원조사업의 문제 극복 필요 

• 상호학습과정과신뢰에 기초한지속가능 ODA 필요 

한국형전파주의 

• 세계 최고의 분산형 원조 시스템으로 세금 낭비 

• 부처별 예산배정으로 예산과사업 조정예 한계 

• 과도한 단기 성과주의 분화 

• 부처별기관별경쟁과계량적,문서성과주의 

• 단기 성과주의논지속적 성과중심 원조관리(RBM) 
원칙과상치 

분산형원조성과주의 



• 

• 

• 

안프라중심에서 지식 융합형 개발협력으로 

정부주도형에서 민관 협력형 개발협력으로 

공여국중심에서 협력국주도형 개발협력으로 

• 단기 성과주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으로 

분산형 원조에서 통합형 개발협력으로 • 

• MDG에 서 SDG로 align해 야 ! ! 

우리나라개발협력의변혁과제 

• 문화융성 을 위 한 개 발협 력 1) Heritage 2) Archives 3) 
Museun1s 4) Local Knowledge m1d Tradition 5) 
Lru1guages 

• 창조경제를 위한 개바혀러 己 口 기 l ) Entrepreneurship 2) 
Tourisn1 3 ) Cultural Industries 4) Crafts ru1d Trade 5 ) 
Sustainable Cities 

• 포용과 통합을 위 한 개 발협 력 l) E1npowennent 2) 
Cultural Rights 3 ) National Integration 4) Conflict 
Prevention m1d Peacebuilding 5) Etlmic Minorities 

중장기문화개발협력정책과 
전략수립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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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정책과 전략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문화발전 
에 대한포괄적 의제를개발하라 

• 개발주권과파트너십을촌중하라 

• 지역전둔가를양성하고지역지식을축적하라 

• 문화개발협력 의제를 확산하라 

• 다부문시범사업을활용하라 

• 문화를 위한정보통신기술을적극활용하라 

문화개발협력추진원칙 

• 국가문화발전계획 (NCDP)을위한 KCPI 

• 창조경제와창업 진홈을위한 KCPI 

• 지역문화와 생태관광을 위한 KCPI 

• 문화유산 보존관리 를 위 한 KCPI 

• 지 속가능도시 와 문화다양성 을 위 한 KCPI 

개발도상국발전을위한문화개발협력 
파트너십IKCPII 5대 사업 



• “기르기스탄 문화자원 관리와 활용을 위한 통합적 국 
가문화정보체계 구축사업" 

• “미얀마문화지도구축과문화발전 MP 수립사업 " 

• “미얀마 소수민족 푼화예술대학 지원사업’’ 

• '‘캄보디아북동부지방원주민관광개발사업" 

KCPI사업발굴사례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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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자-

1. 연구배경과 목적 

2. 문화와 개발협력 (CDC) 의제: 세 가지 담론 구조 

가. 개발협력에 대한 통합적, 범분야적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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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와 개발협력 

3.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 분석 

가. 경 제 -기 술관료 중심 주의 (economy-technocrat-centrism) 

냐 공여국 중심주의 (donor-centrism) 

댜 개발국가 중심주의 (developmental state-centrism) 

4. 한국형원조'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으로 

가. 지식-서비스 융합형 개발협력 

냐 파트너주도형 개발협력 

댜 민관협력형 개발협력 

5. 문화와 개발협력 (CDC) 정책방향과 전략과제 

가. 중장기 문화와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 수립방향 

(1) 문화융성을 위한 개발협력 

(2) 창조경제를 위한 개발협력 

(3) 포용과 통합을 위한 개발협력 

이태주 | 한성대학교 교수 

냐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문화와 개발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K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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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과 목적 

국제사회는 물론 학계에서도 문화와 발전 (culture and development)에 관한 논의는 아주 오 

래된 주제이다. 1948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호뱅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 

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제27조)고 선언하여 문화권이 매우 중요한 인간의 기본권 

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 

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호區i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 

다." （제22조)고 명시하여 이후 1966년에 채택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1986년의 유엔 발 

전권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의 기초가 되었다. 

유네스코는 1960년 개발의 연대로부터 발전과 문화와의 불가분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문화발 

전과 문호屋책, 국제문화협력에서 문화 다양성과 문화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예를 들면 1966년 제정된 유네스코의 국제문화협력원칙선언 (Declaration of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에서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문호壇 발전시컬 권리와 의무 

를 지닌다.” 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1970년에 베네치아에서 개최된 ‘문호닷!책에 관한 정부간회의’ 

에서는 문화발전이라는 개념을 논의하면서 발전의 문호臣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국제개발원조 

가 문화 진흥과 정신적, 물질적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회의 

보고서에서 문화 발전은 사회, 경제적 발전의 필수요소이고 사회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정 

체성을 우선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점은 개발도상국과 신생독립국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 

제였으며, 국가와 문화 정체성의 확립은 민족국가의 통합과 경제사회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1982년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문호屋!책회의에서도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개발 

전략에 문화적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개발을 경제발전을 넘어서는 복합적이고 전 

지구적이며 다차원적인 고멍으로서 공동체의 모든 에너지와 생활양식을 포괄하면서 구성원들이 공 

동체의 이익을 지지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n.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었던 유네스코 세계문화발전 10개년 사업의 결과로 세계문화발전위원회가 만든 보고 

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Our Creative Diversity)은 문화와 발전에 관한 핵심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간적, 문화적 맥락과 결별한 개발은 영혼이 없는 성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다원주의를 통해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 방법들을 제 

시하고 있다. 특히 창의성 촉진, 디지털 격차 해소, 양성평등 관점, 청년의 역할과 환경 관리의 문 

호固 측면을 강조하였다. 

2001 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은 문화다양성이 발전의 근간이고 발전의 중요 요소라고 하고 있 

1 ) Marana, M(2010), Culture and Development: Evolution and Prospects(유네스코 번역)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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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후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협약은 문호臣1 자산과 서비스가 정체성, 가치, 의미의 담지자로서 단 

순한 소비재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국제협력을 통해 상시적으로 문화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유네스코는 2008년 세계 언어의 해, 2009년 문화 

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 보고서 발간, 2010년 문화 간 화해의 해 등을 통해 문화와 발전의 불가 

분성을 강조하고 문호頃} 통해 발전을 재구상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편 UNDP의 2004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는 오늘날 다양한 세계의 문화적 자유를 주제로 

다루면서 문화 다양성의 관리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UNDP 

는 이 보고서를 통해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문화적 자유가 개발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2009년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도 국제이주를 다루면서 문화적 정체성과 다 

양성을 옹호하는 정책이 중요함을 지적하였으며 인간의 선택권을 확장하고 소수집단을 문화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2010년부터 2011 년, 2012년 연속적으로 유엔총회는 문화와 발전에 관 

한 의제를 상정하여 총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유엔 결의안에서는 지속가능 발전과 국가 개발 

목표, MDG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의 기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화가 주민들의 혁신과 

창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유네스코 

는 제6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문화와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보다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문화와 발전에 관한 유엔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유엔은 2014년 5월에 뉴욕에서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였다2). 

한편, 인류학과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지리학 등 학문분야에서도 문화와 발전의 상관 

관계와 인과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근대화론자들과 개발경제학자들은 문호頃}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보기도 하였으며, 일부 학자들은 문화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모태 

이고 근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제프리 삭스와 사뮤엘 헌팅톤 등 많은 석학들이 참여한 세기 

말 세미나의 주제는 『문화가 중요하다』 (Culture Matters)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여기에는 아 

2) ‘문화와 지속가능개발 유엔 고위급회의(High-level Special Thematic Debate on Cul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잠석하였으며,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문화의 역할을 강조 

하였고, Post-2015 개발의제에 문화가 포괄적으로 반영되어야 밤을 강조하였다. 이 고위급 희의는 제 68자 유엔종희 결 

의에 따라 유엔 종희 의장 주재로 |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종장, Taleb Rifai UNWTO 사무총장 밋 유엔 회원 

국 장관급 대표를 포함, 약 200여 명이 잠석하였으며, Post-2015 개발 의제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 

의 논의를 수렴하는 장이었다. 우리 정부는 Post-2015 개발의제에 문화를 법분야(cross-cutting) 이슈로 반영 

하기 위반 노력을 지지반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문화와 개발 관심그룹(Group of friends on 

culture and development)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은 장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두 가지 중점 목표를 통해 새로운 경제 도약을 주진하고 있으며, 창조적 문화산업이 영화, 음악, 관광, 패션, |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높은 부가가지와 고용을 창출해 내는 새로운 경제적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율 예로 

들면서, 문화가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필수요소이자 동력임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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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지역 등 개발도상국들에게서 문화와 발전 간의 매우 복잡하고 특수한 관 

계들이 다양한 사례와 이론적 논점들과 함께 제시된 바 있다. 

고러나 문화와 발전에 관한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조차 문화와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와 정책은 아직도 생소하다. 국내에서는 문화와 발전, 문화와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와 정책방 

향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문화 분야의 국제개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 공적개 

발원조(ODA) 예산의 급격한 증대와 함께 다양한 추진 주체들이 교육 ODA, 보건 ODA와 같이 

‘문화 ODA’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문화 ODA’라는 편의적인 개념은 고것 

이 지칭하는 대상과 방법,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적절하지도 못하며 장기적으로 불 때 우리나라 

ODA의 수준과 방법, 사업범위를 축소시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화 ODA라는 개념이 아니라 문화와 개발협력 (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CDC)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문화와 개발협력 (CDC)이라는 

개념과 의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사용할 것이다. 첫째는 개발협력에 대한 문화적, 통합적, 범분야 

적 접근방법이며 (CDC as a holistic, cross-cutting approach), 둘째는 문화발전을 위한 개발 

협력이고(CDC for cultural development), 셋째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CDC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이 연구는 문화와 개발협력에 관한 한국의 중장기 정책과 전략 수립을 위한 실천적 연구로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문화와 개발협력 의제 설정과 정책과 전략 수립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 추진사 

업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유엔과 유네스코(UNESCO), 유엔개발계획 

(UNDP) 등 국제기구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선진국 공여기관 등 국제사회의 문화와 개발 

협력 담론과 정책, 사업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2015년 이후 최고의 국재개발 규범체계로서 새롭 

게 등장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논의과정에서 문화와 

개발협력 의제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가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국제적 준거를 분석함 

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문화와 개발협력 의제가 설정해야 할 정책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화와 개발협력 의제는 지난 사반세기에 걸친 우리나라의 개발 

협력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 

다. 필자는 문화와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 

제도, 관행을 성찰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문화 개발협력 정책 방향과 전략 

및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문화와 개발협력의 구체적 정책과 전 

략 및 사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좌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특히 문호梧玲뜹을 위한 개 

발협력과 창조경제를 위한 개발협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이라는 새로운 정책방향과 이 

를 실행하기 위한 5가지의 한국 문화 파트너십 프로그램 (KCPI)을 제안하고 있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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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와 개발협력 (CDC) 의제: 세 가지 담론 구조 

가. 개발협력에 대한 통합적, 범분야적 접근방법 (CDC as a holistic, cross-cutting approach)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후기 구조주의와 포 

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탈 발전 (post-development) 담론이 유행하면서 개발과 원조 정책 담 

론의 해체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3) ． 이러한 결과로 경제와 기술, 물질중심주의에 대한 성 

찰이 나타났으며 동시에 경제성장 일변도의 단선적 발전론에 대한 반성도 확산되어 인간증심 발전 

론과 자유로서의 발전 (development as freedom)4)과 같은 다양한 발전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개발협력에 있어서도 서구 중심의 자본제적 발전 경험을 비서구 사회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상이한 역사와 문화, 환경을 지닌 개발도상국에게 진정한 발전과 자유, 가능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종속과 의존을 심화시키고 문호頃} 파편화시키고 물질주의를 확산할 뿐이라는 반성도 대두되었다5). 

발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한 발전인지를 규정하는데 있어서도 특수한 환경과 조건에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가장 중요한 성찰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불 수 있다. 그래서 세네 

갈의 시인 생고르의 말대로 "문호佳곤 발전의 본질이고 궁극 목적’’ (Culture is the be all and 

end all of development)인 것이다. 

문호住 단지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동력이고 저수지이며 

보편성을 부여하는 의미의 장치이다. 발전 문제는 역사적, 통시적 상대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적 가치에 의해 서로 다른 국가와 사회가 지니는 발전의 특수성을 인정하 

고 비교할 수 있다. 즉 모든 발전을 서구화, 근대화, 물질화, 기술주의에 의해 단선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풍요한 소비사회가 발전의 동일한 보편적 목표도 아니다. 

즉, 문화 없는 발전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자신들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협력은 목적을 

상실한 외부의 개입이 될 우려가 크다. 모든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강압적 세계화와 외부의 개발 

이 실패하거나 원주민들에게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를 초래하고 커다란 혼란과 피해를 가져다주었 

으며 결국 그 사회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한 이유도 문화 없는 개발이었기 때문이다. 유네 

스코의 문화발전 10년 보고서인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에서도 인간적, 문호臣1 맥락과 결별한 개 

발은 영혼이 없는 성장일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바, 문호庄곤 발전과 개발협력의 목적을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자성의 거울이고 의미의 원천이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협력에서 문화의 범분야적 접근이란 모든 개발협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화적 관점을 실 

3) Ferguson, James.(1990), Anti-Politics Machine; Development, Depolitization and Bureaucratic power in 

Lesotho, Cambridge Univ. Press. 

4) Sen, Amartya(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 Press 

5) 노르베르 호지의 〈오래된 미래〉,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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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것이댜 여기에서 문화적 관점이란 협력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전통적 지식체계와 생계기술 

과 같은 지역문호넵} 이해하고 이를 개발과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한다. 또한 문화적 관점 

이란 개발협력의 현지문화 수용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는 것이고 공여국 전문가와 협력국 파트너간 

의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현지문화와 현지 전문가를 존중하는 대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호佳곤 환경, 젠더, 인권 접근과 마찬가지로 모든 개발협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하는 횡단 주제이고 모든 분야의 사업과 상호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범분야 이슈인 것이다. 

개발협력의 범분야적 접근으로서 문호住곤 개발도상국 주민의 자긍심과 전통을 존중하고 문화 상대 

주의적 관점을 견지함으로써 그 사회의 특수한 발전의 경로와 목적, 개발주권을 인정하고 주체적 

이고 다양한 발전과 사회변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협력의 원칙과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 

문화의 범분야적 접근은 개발정의 (development justice)와 개발주권 (ownership) 증진을 위 

해서도 중요하다. 외부에 의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협력은 그것이 아 

무리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결고戶으로 개발의 주체인 주민들을 더욱 주변화하고 무력하게 하며 

빈곤의 덫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는 원조 의존성과 ‘원조 종속’ (aid dependency) 문제를 

야기하기 쉽다. 외부에 의한 강요나 이식, 무차별적인 개입은 궁극적으로 개발이 아닌 영구적인 

빈곤과 종속, 주변호넨t 초래하기 때문에 개발주권 (ownership)6)은 개발협력 정책과 원칙 중에서 

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개발주권이 개발도상국 국민과 주민들 스스로에 있기 때문에 공여국과 외 

부의 개발협력 제공자들은 개발주권의 소유자이고 개발의 주체인 주민들의 욕구와 필요, 파트너 

국가의 개발정책과 개발방식을 존중하고 이들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한 다 

양한 발전의 경로를 인정해야 하며 신자유주의와 공여국의 일방적인 발전 경험을 이식하거나 전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고頃} 초래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행해졌던 세계은행 

의 구조조정 원조(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가 아프리카 경제를 파탄시키고 오히 

려 빈곤을 악화시킨 결고博} 초래한 대표적 사례 때문에 개발주권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파리선언 

의 제 1 원칙도 오너십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공여국들은 원조의 조건으로 많은 정책들 

을 강요하는 원조(conditionality)를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기술협력 프로그램도 공여국의 기술 

과 기자재,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원조(tied aid) 인 경우가 많다. 

개발협력에 대한 문화의 통합적이고 범분야적 접근은 포용적 발전 (inclusive development)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빈부격차, 분쟁과 배제가 심화되면서 포용적 발전이 

중요한 정책 담론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발전과정과 발전의 성과가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를 위한 발전 (development for a||）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포용적 발전은 소수자와 소수 

민족, 주변화된 계층과 빈곤층 및 여성이 발전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의 혜택이 이들 모 

6) 흔히 오너십 (ownership)을 국내에서는 주인의식이라고 번역하고, 일본에서는 ‘자조노력’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번역은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을 게으르고 의존적이며 자조적이지 못하고 주제적 의식이 결여된 사람들로 규정하는 

공여국의 편견과 태도가 깔려있는 오역임. 오너십은 개발의 주제와 주인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 자신이라는 것이고 발전권 

이 주민들에게 있다는 인권법적, 규범적인 개념으로서 ‘개발주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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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포용적 발 

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호層} 매개로 하는 문화적 접근과 문화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사회에서 배제된 계층과 소외된 자들은 토지 소유권, 개발권 등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기 

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호園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문화적 인정과 

포용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배제에도 포용으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소외에서 인정으로의 

제도와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문호固 접근에 의해 이들을 발전과정의 주체이자 수혜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배제되고 주변화된 소수자들의 문화자산과 관습, 전통, 지역지식을 발굴하고 활용함 

으로써 이들을 효고固으로 발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언어, 종교, 의례, 축제, 숲 

과 거주지, 전통기술과 생계방식 등 문화자산과 지역지식 (local knowledge)을 활용하는 문호戶l 

접근에 의해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에게 발전의 혜택이 배분되는 포용적 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것 

01 다. 

이러한 빈곤층과 주변화된 계층 및 소수민족들에 대한 포용적 발전과 문화적 접근은 아래로부터 

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참여적 개발과 자조 노력을 촉진하며 주민들의 개발 주권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외부의 개입 프로그램인 개발협력도 이러한 빈곤층 

의 문화자산 활용 방식에 의해 발전고怪打과 목적을 주민들을 통해 내재화, 주체화할 수 있으며 빈 

곤층과 문화적 소외계층의 역량강화와 문화권 확대를 통해 포용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 

할 수 있다. 이것이 포용적 발전을 위해 문화와 개발협력이 필요한 근본 이유이다. 개발협력에서 

문화의 통합적이고 범분야적 접근은 국가통합과 분쟁 예방을 위해서도 긴요하고 개발효고裕j 증진 

을 위한 문화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도 매우 중요하다. 

나. 문화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CDC for cultural development) 

문호住 한 사회와 국가가 지닌 물질과 정신, 제도와 가치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발전의 

경로와 고怪!, 목적과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기 떄문에 문호頃} 단순히 경제적 가치와 수단으로 환원 

할 수 없다. 즉, 경제발전을 위해 문화가 함몰되어 도구화되어서는 곤란하며, 문호庄곤 발전의 성격 

과 목적, 수단을 연결 짓고 자원을 동원하여 변호"｝ 만드는 보이지 않는 동력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국과 아프리카 등 다른 저개발국을 비교한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이들 간의 결정적 차이 

를 만드는 것은 경제도, 기술도, 환경도, 자원도 아닌 문화이다. 문화가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특성에 따라 발전의 성격과 속도, 경로가 결정되기도 한다.7). 

그러므로 문화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이란 단지 경제발전을 위한 문화지원 프로그램만이 아니다. 

문화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의제는 5가지 핵심영역과 주제로 설명할 수 있다. 유네스코는 유엔개발 

원조체계 (UNDAF)에 문호博} 포함시키기 위한 분석 작업을 통해 E梧중과 같은 다섯 가지의 핵심 

7) 헌팅톤 외, 이종인 역 (2000), 〈문화가 중요하다〉,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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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영역을 제시하였다(UNESCO 2012b). 

(1) 사회개발, 포용과 사회서비스 

(2) 경제개발, 빈곤감축과 생계 

(3)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재난위험경감(DRR) 

(4) 인권, 법치와 갈등예방 

(5) 거버넌스 

여기에서 불 수 있듯이 문화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핵심주제와 영역들은 문화 분야를 포함하여 

다른 분야들과 밀접히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문화영역은 사회개발의 기본 요 

소로서 소수집단과 빈곤충에 대한 포용적 발전을 실현하고 빈곤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체계이다. 둘째 문화영역은 생계경제를 지속함으로써 빈곤을 감축하고 

지역경제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동력이고 잠재력이다. 셋째, 문화 영역은 재난 위 

험을 줄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공유 재산이다. 넷째, 문화영역 

은 인간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집단 간 

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매개 장치이다. 마지막으로 문호庄곤 거버넌스에서도 매우 중요 

한 요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토양이다. 이처럼 

문화발전은 단순히 문화영역이나 문호佐達j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개발과 경제발 

전, 지속가능발전과 인권 및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enabling environment)이고 개발 

고년을 기능하게 하는 것 (enabler) 이다. 

한편 유네스코는 문화와 개발협력 사업의 구체적 사업방식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11 개의 

문화 분야 핵심사업 영역은 아래와 같다(UNESCO, 2012b). 

(1) 유형문화유산과 1972 세계문화유산협정 

(2) 무형문화유산 

(3) 문호맙업과 공예 

(4) 문호문광 

(5) 문화정책과 유네스코 국제문화협정 

(6) 이동유산과 문화제도 

(7) 문화다양성과 언어 

(8) 문화 간 대화 

(9) 문화권 

(10) 평화구축과 평화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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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난위험경감 

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와 개발협력 (CDC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기술, 물질주의의 확산은 전 지구적 환경위기를 초래하였 

고,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는 생물종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때문 

에 기후변호博} 완화하고 이에 효고臣으로 적응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생물종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 

을 보호하는 것이며 지속가능 발전은 곧 이러한 전 지구적 환경위기와 개발위기에 대처하여 생물 

종과 문화다양성을 지키려는 인류의 생존 전략이다. 생물종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은 인간과 환경 

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생물종 다양성이 파괴되고 위협을 받는 것 

은 곧 문화 다양성이 파괴되는 것이며, 역으로 문화 다양성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곧 생물종 다양 

성이 파괴되는 것과 같다. 

문호는 지속가능 발전의 네 번째 축으로서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추가되어야 하는 

인류 공동의 생존 전략이다8).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통합과 이동을 촉진하고 주변화된 계 

층과 주민들의 권한을 강화하며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 제도발전을 이루는 것에 의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반면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생물종 다양성을 

보호하며, 지구 생대계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발전에 의해 생대계의 균형을 지속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균형성장과 공정한 무역에 의해 경제적 평등과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자립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문화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 

하며,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문화자산을 보호하고 지역문화와 지역지식을 활용하여 문화산업과 문 

화 다원주의를 확산하는 것이다9). 문화 ODA는 궁극적으로 생물종과 문화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 

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개발협력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문호臣i 지속가능성을 확대 

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다. 

이처럼 지속가능 발전의 3대 축이 경제, 사회, 환경이라면 4번째 축은 문화이다. 문호住곤 모든 

개발협력 노력에서 항상 고려해야 하는 조건이고 중요한 가치규범이며 협력의 원칙인 동시에 모든 

개발 노력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주민들에게 삶의 의미와 만족감, 정체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 

천이다. 따라서 문화와 개발협력은 협의의 의미에서 문화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지칭할 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의 횡단 주제이고 포용적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와 개발협력은 경제, 사회, 기술, 제도, 환경적 변호넨}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 사업이 주민들에게 삶의 의미와 유대감, 정체성을 가져다주는 긍정적 변 

화가 되도록 문호낸} 고려하고 문화의 담지자(주체)들에 의해 설계되어야 한다는 협력의 원칙이다. 

8) Hawkes, Jon(2001), 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lity: Culture's Essential Role in Public Planning. 
(www.culturaldevelopment.net.au) 

9) Nurse, Keith(2006), "Culture as 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mmonwealth Secretariat,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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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러므로 문화와 개발협력 의제는 개발주권을 강화하는 원칙이며, 올바른 사회변화와 지속가능 발 

전을 실천하는 근본 원리이다.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 이후 20년 만인 2012년 6월,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다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정치 선언문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에는 인류의 공동비전과 지속가능발전, 빈곤퇴치, 그리고 녹색경제를 위한 정치적 약속과 

제도 및 체제구축, 행동계획과 이행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리우+20 회의에서는 post-MDG를 위 

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는데 합의한 것이 가 

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post-MDG와 SDG가 통합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SDG는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인 경제, 사회, 환경을 잘 통합하여 연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SDG는 행동 지향적이고, 간결하고, 소통이 용이하고, 목 

표 수가 많지 않고, 각국의 현실을 고려하되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정하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또한 리우+20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중심 발전지표 

인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지표를 보완하여 진보를 폭넓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로 합의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질과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나 OECD가 개발한 웰빙 지수10), 프랑스 정부가 아마르티야 센, 스티글리츠, 장폴 

피투시에 요청하여 개발한 삶의 질 지수11)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당시 인도 수상이었던 인디라 간디가 말한 바와 같이 

“빈곤이야말로 최악의 환경오염”이고, 빈곤퇴치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고 지 

속가능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리우회의에서도 확인하였다. 리우+20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6개의 우선순위 분야 중에서 특히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10년 계획을 채택함 

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 생산과 소비를 포함한 생활양식과 문화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임을 확인하 

였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와 사회,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지속가능 발전은 

생활양식과 의식을 포함하는 문화의 변화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참고로 지속가능발전의 26개 우선분야는 빈곤퇴치,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물과 위생, 에너 

지, 지속가능관광, 지속가능교통, 지속가능도시와 거주, 건강과 인구, 모든 이를 위한 고용과 일자 

리, 해양과 바다, 군소도서국, 최빈국, 내륙개발도상국, 아프리카, 지역적 노력, 재난위험 감소, 기 

후변화, 산림, 생물다양성,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및 가뭄, 산, 화학물질과 폐기물, 지속가능한 소비 

와 생산, 채굴, 교육, 성평등과 여성 권한강화 등이다. 이러한 우선분야들은 모두 문화와 발전 간 

10) OECD(2011 ),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11 ) Stiglitz, J.E., Sen, A.& Fitoussi,J-P.(2010), Mismeasuring Our Lives: Why GDP Doesn't Add Up, The New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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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가분의 관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특히 ‘지속가능발전의 4번째 축으로서 문화’를 

고려한다면 지속가능관광, 도시와 주거, 건강,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교육, 성평등 

등이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이다. 

리우+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국 지속가능발전 담론은 경제와 환경, 사회를 넘어서 인류 공 

동의 통합 이념과 비전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들 세 축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근저의 

원리로서 다양한 인간의 삶의 방식, 생활양식, 의식과 이념을 포함하는 문호頃}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발전 논의를 발전시킬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문화는 지속가능발전의 4번째 축 

이거나 적어도 세 개의 축을 연결하는 근저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Post-2015 아젠다 논의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이 핵심 목표로 등장 

하고 있으며 향후 Post-MDG와 SDG를 통합하는 원칙에 합의하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바, 지 

속가능 발전 목표에 문화가 중요하게 포함될 것도 명백해 지고 있다. 문화와 개발협력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다양성과 생물종 다양성의 보호, 인권에 기반한 개발과 문화권 보장, 소수민족과 

소수자의 문화권 등과 같은 이슈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target)로 어떻게 반영될 것인 

가가 향후 매우 중요한 협상과제 중의 하나이다. 

2001 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과 2005년 문호臣1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 

한 협약에서도 문호庄곤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요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해서 자국의 문호博} 보호하고 진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의 다양한 문호頃} 보호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을 옹호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3.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 분석 

1987년에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을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을 설치하였고 1991 년에는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을 그대로 모방하여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을 설립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원조 공여국이 되었다. 지난 사반세기에 걸쳐 일본을 모델국 

가로 하여 형성된 우리나라의 ‘한국형 원조모델’은 원조 목적과 동기 및 원조 체계와 제도에 있어 

서 일본형 상업주의 원조 모델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한국형 원조'의 기본 모델은 일본 해외 

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엔차관 원조와 일본 국제협력사업단에 의한 무상 기술협력 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원조목적에 있어서도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상업적 동기가 가장 

명확하다는 측면에서도 ‘일본형 원조’와 매우 유사하다. 

문화와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국형 원조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의 개발협력을 ‘문화의 틀’로서 성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는 경제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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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술과 지식을 분리된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상호 연관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와 기술은 사회에 내재한 것이고 제도와 행위를 통해 재생산되고 재현되는 것이 

다. 개발협력도 경제와 기술, 지식과 경험, 제도와 행위를 포함하는 하나의 문화로 불 수 있으며, 

개발협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작용에 의한 제반 행위와 제도, 지식과 기술, 상품과 자 

금, 선물과 관계의 네트워크이다. 고러한 점에서 ‘한국형 개발협력’은 매우 독특하고 특수한 문화 

적 실체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을 근간으로 하여 작동한다. 

가. 경제-기술관료 중심주의 (economy-technocrat-centrism) 

한국의 압축적 경제개발고멍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도 경제 관료와 기술 관 

료들이 주도하였다. 한국의 개발협력은 유상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상기술협력으로 

양분되는데 전자는 기획재정부(과거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가 후자는 외교부가 주관부처다. 차 

관원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사업발굴과 개발도상국의 공식 요청에 의해 경제부처 공 

무원들이 차관 지원국가과 지원 사업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무상기술협력 사업은 외교부가 주관하 

지만 이 또한 정부 및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경제 및 기술 관료들이 사업을 발굴하여 개발도상국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지원하는 요청주의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즉 유상과 무상협력 

사업 모두 경제관료 및 기술 관료와 각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국내에서는 사양 산업화 된 개발연대 

의 산업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고 세일하기 위한 산업적, 상업적 동기가 가장 크다고 할 

수있댜 

개발협력은 국내산업의 경제적 탈출구이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적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유상과 무상협력의 주된 지원분야가 건설과 토목과 같은 인프라 및 시설 지원 사업, 

IT, 직업훈련, 산업기술 분야에 집중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수출입은행과 코이카가 각각 

관리하는 유상협력과 무상협력 사업의 참여 전문가 풀(poo|）과 실질적 ODA 사업 참여자를 보면 

이들의 대다수는 현, 퇴직 공무원이나 기술관료 및 엔지니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ODA 사업의 발굴, 선정, 시행과 평가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경제 및 기술 

관료와 엔지니어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ODA 사업에서 경제-기술관료 중심주의는 강고하다. 

한편 경제와 기술 관료주의는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의 발굴과 수요파악, 사업구상과 전략적 우 

선순위, 사업시행방법 등에서도 나타난다. 개발협력에 대한 해석망(interpretive grid)이 경제와 

기술우선주의로 파악된다. 경제 기술우선주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복잡한 현지 상황과 정치, 역사, 

문화적 맥락은 중요하지 않으며 단선적이고 진화론적, 단계론적인 입장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기술 수준을 파악한다. 흔히 “이 나라는 한국의 70년대 상황과 똑같다. 한국도 과거 못살던 시절 

에 이렇게 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이것은 양국의 상황을 역사적 특수 

성의 차이로 파악하기 보다는 동일한 발전고怪但.| 상이한 단계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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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과 산업기술도, 교육과 보건상황, 정부와 제도, 생계와 사고방식조차도 과거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지나왔던 경로를 개발도상국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경제-기술 

관료주의의 특징이다. 단선적 발전론에 근거한 경제주의와 기술주의의 함정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처한 특수하고 복잡하며 우리와는 상이한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는다. 경제 기술주의는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측정하는 방식에서도 매우 획일적이고 계량적이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제반 분야별 측정 지표에 의해 국별 수준과 발전단계를 계량적으로 평가한다. 경제수준과 경제규 

모, 산업구조, 시장구조, 기술수준과 소득수준 등 계량적 지표에 의한 현지 상황 측정과 분석은 제 

반 통계자료에 의존하며 국가 수준의 자료이어서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별 차이가 잘 드러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치 이면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개발협력에 대한 경 

제 기술주의적 접근은 공여국의 경제와 산업기술을 이식하고 전파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효고庄곤 있 

을 수 있지만 정작 이러한 자본과 기술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협력조건과 현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나. 공여국 중심주의 (donor-centrism)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또 다른 특징은 협력사업의 전 고훈!이 공여국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다. ‘한국형 원조' 정책과 전략이 표현하듯이 개발협력의 주된 목적과 대상국가, 지원전략과 콘텐 

츠가 공여국인 한국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설계된다. 한국형 원조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것이며 한국이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에서 경험하고 축적한 지식과 제도 및 노하우를 159 

개의 모듈로 정형화한 것이다. 중점협력 대상국의 선정과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도 우리나라의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주요 협 

력사업의 구상도 협력대상국의 수요를 고려하되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와 한국형 원조의 브랜 

드화 차원에서 공여국 중심으로 결정된다. 아프리카의 카매룬이나 남미의 콜롬비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남태평양의 솔로몬군도와 같은 국가를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외교관계, 자원 확보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한국은 다양한 원조의 단계를 거쳐 공여국으로 

전환하였고,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특성을 살린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개발협력 콘텐츠를 개발경험, 사업기술, 감성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유 

기적으로 연계한 원조모델을 마련하며, 이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새□~ 운동, 모자보건, 직업훈련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원조 수요가 많은 8대 분야 

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 에너지, 범분야(환경, 

여성 등)별 유·무상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거버넌스 부문인 공공행정 분야를 보면 무상협력 

은 국가개발의 주체인 개도국 정부의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을 통한 행정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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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경제개발 • 산업개발 • 중소기업 육성 • 과학기술정책 등 정부주도형 개 

발전략 전수, 전자정부, 공무원 교육훈련 등 정부 행정능력 강화, 조세 • 관세 • 특허 • 기상 • 통계 

• 입법 및 사법제도 등 행정 및 사회제도 개선의 형태로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상협력도 

전자정부 등 우리의 행정 · IT 분야 기술을 접목하여 협력대상국 정부역량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12). 

공여국 중심주의는 협력사업 수행의 전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모든 개발협력 프로젝트는 사업발 

굴과 선정, 시행과 모니터링 평가, 사후관리의 전 고怪訓|서 공여국 중심으로 진행된다. 파트너 국 

가와의 협의는 최소화되며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 

되어 있다. 특히 유상협력 사업은 아국 기업이 발굴하여 우리 기업이 시행하는 조건부 원조(tied 

aid)로 수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공여국 중심주의가 협력국의 개발주권 (ownership)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무상 기술협력사업도 파트너 국가의 예산과 조달체계를 활용하는 경우는 

매우 희소하며 대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국산 기자재와 장비를 활용하여 시설과 기술을 이전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협력국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공여국 중심주의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의지와 개발주권을 저해하기 때문에 개발성과가 매 

우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공여국 중심주의는 개발원조가 효과적이기 위한 전제 조건인 오너십과 

파트너십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국제 규범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주도적인 개 

발계획 및 민주적이고 투명한 개발 참여를 저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여국 중심주의는 성고馮심 

의 개발협력과도 배치되며 원조의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후진적인 개발협력이라 할 수 있다. 

다. 개발국가 중심주의 (developmental state-centrism)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 란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 체제로서 개인들 

의 삶의 질이나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보다 국가발전을 우선에 두는 국가이다(Fritz and Menocal 

2007:534). 한편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국가 유형의 특징을 ‘개발주의 국가’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정치영역의 권위주의 체제와 경제 영역의 국가주도 개발이 짝을 이룬 체제이다. 개발주의 국 

가는 일본의 1925년에서 1975년에 이르는 경제발전 과정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던 개념으로, 점 

차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확대 격용되었으며 개발독재, 개발정치, 억압 

적 개발정치 체재, 개발체제 등의 다양한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이와사키 이쿠오 2002:29). 

한국은 세계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빠르게 압축적 성장을 이룬 나라로서 경제개발과 민 

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였고,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리더십 체계를 지닌 대표적인 개 

발국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과 신생 독립국 및 빈곤 국가들에게는 60, 70년 

12) www.oda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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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국의 권위주의적 개발국가(authoritarian development state)와 독재체제에 대한 신화화 

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국의 권위주의적 개발국가 체제에 대한 신 

화화 현상이 한국의 개발원조 프로고램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한국형 

원조'와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라는 독특한 개발원조 브랜드와 전략에는 한국의 권위주의적 개발독 

재와 개발국가에 대한 향수와 개발국가의 무비판적 전파 및 수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 

야 한다(이태주 2013).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근저에는 이러한 개발국가 중심주의가 명백히 자리 잡고 있다. 개발국가 

중심주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성과모델의 논리적 틀에서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성과 

모델은 한국이 경험한 강력한 권위주의적 개발국가 체제를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것이다. 시장과 

시민사회를 국가가 강력히 통제하는 방식의 개발국가 모델은 21세기의 글로벌 자본주의와 시민사 

회의 급속한 성장 및 국제인권체제에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권위주의 정부와 

장기 독재정부, 아시아의 사회주의로부터 시장경제 이행국가들과 군부독재 정부로부터 민주화 과 

정에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한국의 70년대 경제발전 모델과 개발국가를 전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개발국가 중심주의는 개발협력의 주된 행위자 및 주도권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 

타난다. 개발협력은 시민사회, 민간기업의 참여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국회 및 언론, 미디어를 

통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산도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은 거의 정부 부처와 정부기관들의 독 

점적 역할과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 수립과정에서 민 

간기업과 시민사회 및 학계, 민간 싱크탱크 등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며 특히 ODA 사업 수행고怪j 

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민관협력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은 

초보적인 단계이며 시민사회도 개발협력의 정책 참여와 기획자, 감시자가 아니라 정부의 용역 수 

행자로서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개발협력에 있어서 정부의 독점적 지위와 역 

할은 민간과 시장,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제고하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독 

점적이고 불투명한 의사결정 고屋은 개발협력의 민주적 운영과 책무성 제고에 문제점을 야기하며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정부의 독점적 지위는 개발협력 사업의 질과 성과를 저하시키고 민간 개발협 

력 조달시장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한국형원조’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형 원조’는 경제-기술관료 중심, 공여국 중심, 개발국가 중심이 

라는 결정적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개발협력이 경제와 기술에 치중한 접 

근방법이었고 공여국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동하는 접근방법이었으며,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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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프라 중심 접근방법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속발전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보편적 규범과 합의 

된 성과목표 내에서 각국의 실정을 고려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실현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과 

제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은 모든 형대의 빈곤을 퇴치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건환경을 제공하며 불평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공존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행동과 문화의 변화가 요구되고, 문화다양성과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진행되어야 한다. 환경기술과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와 청정에너지를 개발하여 공유하고 경제발전과 환경, 문화가 창조적으로 공존하는 새로운 개발협 

력의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와 개발협력 의제를 통해 기존의 이러한 한국 

형 원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이라는 수준 높은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가. 지식-서비스 융합형 개발협력 

기존의 한국형 원조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지식,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고 시설과 인프라 

중심의 초보적인 협력 사업이었다면 앞으로의 개발협력은 지식-서비스융합형 (knowledge-service 

convergence development cooperation) 이 되어야 한다. 지식 서비스 융합형 개발협력이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국의 지역지식과 개발상황 

및 개발수요에 맞게 응용,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제간 연계와 융합적 지식 서비스 컨설팅 

을 통해 협력국의 개발역량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인프라와 시설 중 

심사업을 지식 서비스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여 혁신적인 개발성고壇「 높이고 일방적인 기술협력 

방식에서 호혜적이고 융합적인 지식협력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파트너주도형 개발협력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공여국 중심형 협력모형을 파트너 주도형 개발협력 

(partner-initiated development cooperation)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공여국 중심의 개발협력 

은 협력국의 개발 수요와 우선순위보다도 공여국의 지원정책과 지원전략을 우선하는 것이어서 개 

발성과를 거두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이에 반하여 파트너 주도형 개발협력은 모든 개발계획과 

사업의 발굴 및 시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과정을 협력국의 파트너가 주도하고 공여국은 이 

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명확한 개발성고넨} 달성할 수 있으며 협력국의 개발주권 

을 존중하고 협력국의 개발 우선순위 및 개발정책에 일치시키는 방식의 협력 사업을 통해 현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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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맞는 다양한 개발방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파트너 주도형 개발협력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정책대호庄곤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과의 상시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협의가 필수적이다. 포괄적 파트너십 (inclusive partnership) 

을 통해 협력국 주민이 개발의 주도권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파트너 주도형 개발협력의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발의 전 과 

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다. 민관협력형 개발협력 

한국형 원조가 정부주도형 개발협력이었으며, 개발국가 중심의 협력 패러다임이었다면 향후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은 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방식의 개발협력으로 전 

환되어야 한다. 민관협력은 민간기업 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다양한 민간부문 이해관계자들이 개발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개발 재원의 한계와 정부주도형 개발성과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혁신적 

이며 창의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은 무역과 투자를 통한 지속적 경제 

성장의 엔진일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개발협력에서도 민간부문 

과의 효과격인 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빈곤과 분쟁, 질병 등 근본적인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있 

어서도 정부와 민간, 시민사회의 공동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민관협력 방식의 개발협력은 정부 간 협력과 달리 협력국의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포괄적인 협력 

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이며 투명하고 성과 있는 개발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정부주도형 개발협력과 다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개발주체들이 개발고屋!에 참여함으로써 

개발재원을 동원하는데 유리할 뿐 아니라 개발협력의 동기와 방식, 성과목표도 달라질 수밖에 없 

다. 민간 기업들은 기업이 자유롭게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과 무역제도를 개선하고 투자 

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등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데 개발목표를 설정하게 되며 시민사회는 시 

민사회의 성장과 인권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과 시민사회 영역 확대를 위해 개발협력을 수행하게 

된다. 민간 연구소와 재단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연구개발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개발목표를 설정 

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도 각각 개발도상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한 빈곤퇴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은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시설 중심의 가시적 사업을 지양하고 세대 

를 거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장기적 비전과 전략으로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것이다. 

post-MDG 시대에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은 급속히 변화하게 될 것이며 지속발전목표(SDG)로 합 

의된 새로운 차원의 개발협력 논의와 전략이 본격화할 것이다. 경제와 환경, 사회와 문화가 잘 통 

38 I 



합된 혁신적이고 전체적 (holistic) 관점에서 개발협력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5. 문화와 개발협력 정책방향과 전략과제 

가. 중장기 문화와 개발협력 (CDC) 정책과 전략 수립방향 

우리나라의 중장기 개발협력 정책은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고庄곤 달리 공여국 증심 

주의와 한국형 원조를 넘어서 지식과 서비스 융합형, 파트너 주도형,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으로 가 

야 한다. 특히 문화와 개발협력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과 전략방향은 국제개발협력이 왜 지식-서비 

스 중심으로 가야 하는지, 왜 협력국 주도의 현지화 전략이 중요한지, 고리고 문화를 통한 지속가 

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제시해준다. 

문화와 개발협력에 대한 가장 압축적이고 명백한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은 백범 김구 선생이 일 

찍이 밝힌 바 있다. ‘문화의 힘' (power of culture)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도 행복 

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개발협력 비전은 바로 백범일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 

라가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며, 모범이 되는 것”이다. 백범 선생은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E梧즌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 

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 

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오,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 

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 

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13) 

이러한 백범 선생의 문화와 개발협력 비전은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문호頃성과 창조경제라는 

13) 김구, 『백범일지 」 (도진순 역, 2005, 돌베게) 43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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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조와 국정 목표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문화와 개발협력은 포용과 통합을 통한 사회, 경 

제적 지속발전을 이루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향후 ‘문화와 개발협력의 3대 정책방향'은 문화융 

성과 창조경제 및 포용과 통합을 위한 개발협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장기 정책 방향은 단지 

현 정부에서만 유용한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다. 문화와 개발협력의 핵심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목표 

는 문호梧성과 창조경제 및 포용과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3대 정책목 

표와 방향은 국제사회에서 post-MDG 이후 설정한 지속발전목표의 이행과 달성을 위해서도 매우 

적절한 것이다. 경제와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개발협력에의 기여를 위해서도 문호澄7 

성과 창조경제 및 포용과 통합의 개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1 ) 문호梧성을 위한 개발협력 

"문호庄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선순환을 만드는 매개체이고, 인간E梧존 삶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물질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삶에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문호庄곤 창조경제의 핵심 

인 상상력과 창의성 및 감성을 길러내는 원천이며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융합형 창의인재를 

키우는 토양으로 문화적 융복합을 통해 연관분야의 성장을 촉진한다. 문호庄곤 타인과의 소통과 신 

뢰, L惟과 배려 등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으로 다양성을 증진하고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한다. 문호넨} 통해 세계인과 교류 협력하고 문화선진대국의 위상을 확보하며 Korea 

Discount에서 Korea Premium으로 거듭나도록 한다. 이러한 문화가 융성하는 것이 문호병성이 

다”14) 

이러한 문호梧鈴葬| 정의에 근거하면, 문호梧鈴j 개발협력이란 인간E梧곤 삶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 

협2.이이며 문화처 °보합을 토한 차조처 개발협 2.이이고 다야서을 츠진하고 갈드욜 치우하는 개발협 

릭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개발협력 개념은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과 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한 

다. 이를 상세 설명하면 E梧i과 같다. 

첫쎄 ‘인간E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이 개발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 

미 개발에 대한 인권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 RBA)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확산 

되어 왔다. 빈곤과 질병퇴치 및 교육권, 건강권, 식량권, 노동권, 시민권, 문화권, 환경권 등 보편 

적 인권의 실현이 곧 인간E梧존 삶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문화적 융복합을 통한 창조적 개발협력’은 기존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기술과 농촌과 

소생산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도시화, 근대화 과정을 그대로 이식하고 

전수하는 일방적 개발협력이 아니다. 선진국의 사양산업과 폐기산업 기술을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 

14) 문화융성위원회 www.pc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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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력국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지식, 공여국의 혁신적 기술과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창조경제 

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개발협력을 말한다. 문화적 융복합을 통합 창조산업의 발전은 국내에서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문호梧鈴籍t 위한 미래형 개 

발협력은 공여국과 협력국 모두에게 문화적 융합이 일어나는 창조적 문화접변 과정을 필요로 한 

다. 이러한 창조적 개발협력은 쌍방향의 문화와 지식교류에 의해 가능하고 전통지식과 서구지식의 

융합과 지식-서비스의 융합에 의해 가능하다. 

셋쎄 ‘다양성을 증진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개발협력’이란 지역경제와 지역문화, 지역 환경과 지 

역정치, 지역지식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증진하는 다원적 개발협력이며,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발 

생하는 지역분쟁과 집단 상흔 및 계층, 인종, 민족, 종교적 차별과 성차별 등에 의한 갈등과 상처 

를 치유하는 소통과 참여의 개발협력이다. 이러한 갈등 치유의 개발협력은 다양한 집단들의 문화 

적 소통과 교류에 의한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최종 수혜자가 주변화 되 

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존의 개발협력이 부익부 빈익빈의 빈부격차를 

확대하기도 하고 소수의 약자보다는 지배계층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것과 완전히 다 

른 참여적 접근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호梧鈴薛을 위한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1) 유, 무형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및 활용 2) 

구전전통(oral tradition)과 다양한 기록유산의 아카이브 구축 3) 지역지식과 전통, 생계기술 및 

문화자산의 발굴 및 활용 4) 다양한 언어와 방언 등의 보존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2) 창조경제를 위한 개발협력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는 2001 년부터 영국에서 유행했던 개념으로 예술부터 과학기술 

에 이르는 15개의 산업에 적용했던 개념이고, 문호佐梧등과 서비스 뿐 아니라 장난감과 게임, 모든 

연구개발(R&D) 분야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15).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창조경제란 E梧}과 같이 정의된다.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이고,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 

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 

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라고 규정하고 있다16). 즉, 창의 

성을 핵심가치로 하여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가 창조 

경제인 것이다. 

창조경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의 산업화와 기술혁신에 

15) 장조경제라는 말은 2001 년 영국 작가 겸 언론인인 John Howkins의 잭 <The Creative Economy〉에 의해 널리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장조겹제 개념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연구로 널리 알려진 문화산업 (cultural industries) 및 장조산업 

(creative industries) 개념과 중복된다(UNESCO 2013:19). 

16) 장조경제타운 www.creative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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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야 하지만 한국과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 및 |CT 등 산업기술의 융합이 창조경제의 핵심 

부문이고 R&D를 주도할 수 있는 대기업과 연구소들이 핵심 주체인 반면에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창조경제는 비공식 부문 경제와 문화체계에 크게 의존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많은 예술가와 

장인, 소생산자, 기술자, 전문가, 디자이너 등이 공식부문이 아닌 비공식경제와 지역사회에서 활동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창조경제 육성은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조7다저르 우한 7 발협려'은 7 발도사 OI 7' 으 문호又원고 전토又人l ql 

지여겨제에 기반하여 선진 의 과하기술과 又1보토신 기술을 접모하고 문화와 산업을 °합시켜 새 

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조하도록 돕는 개발협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국의 환경과 문화 

및 기술체계에 적합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발굴 지원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 

공재로서 선진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의 지식과 성과를 개발도상국과 적극 공유함으로써 문화와 산 

업기술을 융합할 수 있도록 기술과 제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창의적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한 창의 교육과 연구개발 역량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창업 프로고램과 기업 

가 정신을 고양하는 사업을 발굴 지원해야 한다. 

창조경제를 위한 개발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1) 기업가 정신의 고양과 창업교육 

지원 2) 지역문화와 생대관광의 지원 3) 문화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 4) 공예품 생산과 공정무역 

등 마케팅 지원 5) 지속가능한 도시 지원 등이 긴요하다. 

(3) 포용과 통합을 위한 개발협력 

포용(inclusion)과 통합(integration)은 지속가능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필수 

적 요소이다. 포용적 발전 (inclusive development)이란 성, 민족, 나이, 지역, 빈곤, 장애 등 어 

떤 이유로도 발전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 (exclusion)가 심화되면 불 

평등도 심화된다. 전 세계적으로 상위 10%의 부자들이 85%의 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가장 가난 

한 50%의 사람들이 단 1 %만을 소유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배제의 경제와 불평등을 말하고 있 

다. 빈곤 퇴치는 이러한 불평등과 배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발전을 포용적 발전이라 

고 말한다. 즉 포용적 발전은 모든 집단과 소수자들이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받고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비차별적이고 참여적이며 책무성의 인권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 

용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의 확보이다17). 

반면에 통합이란 지역분쟁과 인종, 민족, 종교, 계층으로 인한 집단적 갈등과 분쟁상황으로부터 

평화와 화해를 이루고 갈등과 상흔을 치유함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재적 안정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평화의 문화(culture of peace)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합은 포용적 

17) www.und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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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호肉 측면에서의 적극적 화해와 평호壇} 만들기 위한 정책을 의미 

한다. 특히 갈등과 분쟁의 통합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갈등집단들 간의 소통과 상호이해가 매우 중요 

하고 이는 문화적 인정 (recognition)과 화해 (reconcilation) , 평화의 문화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포요고 토합을 위한 7 발협려'은 又소7 L.. 발전을 우한 7 발협 2.이이고 포요처 발전과 

曰펴드으완호人 7 는 7 발협려0 호 5 오 고1호르 0 三7 우한인처고 소토으 7 발협려01c. 이것 

은 문호梧성을 위한 개발협력의 세 번째 차원인 ‘다양성을 증진하고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개발협 

력’과 같이 지역분쟁과 집단 상혼 및 계층, 인종, 민족, 종교적 차별과 성차별 등에 의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소통과 참여의 개발협력이다. 이러한 포용과 통합을 위한 문화와 개발협력을 위 

해서는 성장주의에서 포용주의로의 국가발전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개발협력의 목표와 대상의 

수정이 필요하다. 즉, 개발협력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가 배제되고 차별받는 집단이어야 하며 집단 

갈등과 분쟁의 희생자들이면서 상혼이 가장 큰 집단이어야 한다. 

종교분쟁과 종족분쟁 등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민족통합이 이루어 지지 못한 많은 신생국 

과 개발도상국에게 있어서 포용과 통합을 위한 개발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통합을 위한 개발협력 

은 일국의 문호멩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정책수립, 문화예산과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포 

괄하는 지원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 언어, 예술, 문화유산, 관광, 미디어, 창조산업을 포괄하는 국 

가문화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패키지형 지원을 함으로써 문화 ODA가 국가통합과 정 

체성 확립, 자긍심과 자존감 향상을 통해 문화산업 발전에 이르는 단계적 발전전략 이행을 가능하 

게 한다. 이러한 포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문화와 개발협력의 중점대상국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티모르, 에티오피아, 미얀마, 캄보디아, 과테말라 등이 우선 고려할만한 국가들이다. 

포용과 통합을 위한 개발협력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는 1) 소수자 권한강화 사업 2) 문화권 증 

진사업 3) 국가통합과 국가정체성 프로그램 4)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 5) 소수민족 지원 사업 등 

이 매우 중요하다. 

라.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문화와 개발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 (KCPI) 

이상과 같은 문화와 개발협력의 3대 중장기 정책 방향을 토대로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으로서 한국 문화 파트너십 프로그램 (Korea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KCP|）을 제안 

하고자 한다.18). 장기적으로 KCPI를 국제사회에서 한국 주도의 문화와 개발협력 의제와 대표 사 

업으로 브랜드화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ODA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담론과 정책 수준에서 많은 발전이 있 

었지만 아직까지 문화와 개발협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문제의식도 없었다. 2012년부터 유네 

18) 문화 동반자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된 문화 분야의 대표적 ODA 사업으로 개도국의 문화계 인사들을 초정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공연예술, 박물관, 문화행정과 문환산업의 각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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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한국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와 발전 라운드테이블 및 연구 성과가 거 

의 유일한 것이다19).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한국형 ODA' 라는 159개의 모델 가 

운데도 문화 분야 ODA는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20) 하나 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개발과 압축적 근대화과정에서 경제와 기술, 교육과 보건과 같은 분야에 비하여 문화가 적절 

히, 고리고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한 이유가 크겠지만 국제사회에서도 문화 ODA 논의가 아직도 

실질적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논의로 발전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문화 분야 ODA 사업은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 

가 문화 ODA를 10대 핵심 추진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역人悟본화도시조성계획’ 이외에는 한국형 

ODA 모델에 포함된 협력사업 사례가 아직 없으며, 대부분의 예산은 유네스코21)와 세계관광기구 

(WT0)2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을 통한 국제기구 협력 사업이 주종을 이룬다. 문화재 

청을 통해서는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 

남, 몽골, 스리랑카, 라오스, 부탄, 피지 등에서 문화유산 보존기술과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 세 

계기록유산 등재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문화 분야 ODA사업도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립수산, 산업에너지, 

범분야, 기후변화대응 등 7대 중점협력 분야에 포함되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문화 ODA에 대한 

정책이나 전략, 협력 가이드라인은 없다. 때문에 연관성이 없는 개별사업들이 나열되고 있을 뿐이 

며 역사자료 전산화사업(이집트, 콜롬비아), 지역관광개발사업(페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문화도시 마스터플랜사업(네팔, 베트남) 등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문화 ODA는 기본 

전략도 정책도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며 부분적인 소수의 개별사업들만이 코이카나 문화재청, 

국제기구와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도 정부의 ODA 예산 가운데 주목할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10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정부가 문화 분야 ODA를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관광 발전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사업 (PPP)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문화 예술 봉사단도 파견할 

계획이다. 최근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유적 중 프레야 피투 사원을 복원하는 사업을 확정하고 사 

진타당성 조사단이 파견되었으며, 미얀마의 버간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 작업을 한 

국이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베트남의 고산지역인 라오까이 지방에서 생태 

관광을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작업도 추진 중이다. 

문제는 문화 ODA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과 전략이 부재하여 한류를 수출하듯이 한국 문호壇「 전 

19) 문화제육관광부(2012), 문화와 발전: Post-MDGs 시대의 과제와 전망, 2012 문화와 발전 연구보고서. 

20) 수원국의 역사문화 자원의 효율적 보존 밋 활용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도읍의 역사적 진정성 보존계획 수립, 역사문화 

환경조성 계획 수립, 주민지원사업, 주민교육 밋 관광활성화 계획 등을 지원하는 내용임. 

21) 유네스코신탁기금 지원 사업으로 2007부터 2012까지 3자에 걸져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호스탄, 라오스, 브루 

키나파소 등에 전통 수공예산업과 디지털산업 등 장조산업율 지원함. 

22) UN-WTO STEP(Sustainable Tourism for Eliminating Poverty) 재단을 통해 개도국에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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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하고 수출하는 수단으로 ODA를 활용할 위험성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형 ODA 모델로서가 아 

니라 협력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다양한 문화와 개발협력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문화도시조성계획’은 빈곤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후에나 룸비니의 사례에서 보듯이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실제 도시 재생과 개발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KCPI는 기존의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문화와 개발협력 

정책과 전략에 입각하여 장기적으로 성고層} 거둘 수 있는 핵심사업 유형으로서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KCPI 프로고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1 ) 국가문화발전계획 (NCDP)을 위한 KCPI 

유네스코의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보고서는 모든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문화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공개 작업반의 문서에서도 "문화 다 

양성의 중요성과 모든 문화와 문명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23). 

이처럼 모든 개발도상국의 포괄적인 국가발전계획에서 문화발전계획이 중요하게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문호怪책이 다른 경제와 사회정책과 잘 통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발협력의 대상인 개발도상국과 최빈국, 신생국, 분쟁국과 취약국들에서 국가발전계획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발전의 조건으로서 국가 통합과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문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문화발전계획 (National Cultural Development Plan, 

NCDP)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문화발전 정책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이 국가문화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압축적 개발경험이라는 말은 문화와 환경을 적절히 고 

려하지 못한 경제와 물질, 기술 중심의 개발과 관주도의 개발국가 모델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 

한 개발고멍에서 문화적 전통과 토양이 파괴되고 무시되었던 사례가 많았다. 일제하의 식민지 개 

발이 그러하였으며 해방이후 민족국가 수립과 분단, 전후복구와 근대화고怪j이 그러하였다. 특히 경 

제개발 과정에서 농촌과 기층문호庄곤 전근대적 유산으로 치부되어 철저히 희생되었으며, 새□ 11퓸근 

동은 농촌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지방과 지역문호博} 파괴하였다. 급속한 도시화와 개발의 열풍으로 

공동체는 사라겼으며 의식주와 모든 생활방식의 서구화와 천민 자본화가 진행되었다. 1988년 올 

림픽 이후 비로소 우리나라의 압축적 성장과 개발경험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었으며 문화와 환경, 

그리고 삶의 질이 다른 어떤 것과도 치환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 

23) Introduction to the Proposal of the Open Working Gro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ww.sustainabled eve lo pm ent.u n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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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우리나라의 문화예산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국가 문화정책은 매우 강화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특수한 경제 기술 중심의 개발과정은 개발도상국이 보다 균형적이고 문화적으로 각성한 국가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면교사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경험 

과 분단, 전쟁 및 지역갈등을 경험하였으며 혼란의 오南에 민주화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 

고 공공부문 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간 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기적을 이루었다. 이러한 균형적 

발전의 중심에 국가문화발전정책이 있으며 한국은 개발도상국과의 다양한 부문에서 문화 파트너십 

을 실천하고 국가문화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2) 창조경제와 창업 진흥을 위한 KCPI 

창조경제를 위한 개발협력 문화 동반자 사업으로서 창업지원과 기업가 정신 고취 및 문호岭t업 

육성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문호佐達업과 창조산업은 광고, 영상, 인터넷, 음악, 출판, 미디어, 게임, 

공연, 박물관, 전시, 디자인, 건축, 공예, 패션, 문화유산, 소프트웨어, 축제 등을 망라하며 이러한 

문호岭업과 창조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을 미래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주력화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CT 기술은 문호佐埋1과 창조경제를 확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고 전 

략이다. |CT4D(ICT for Development)는 다른 섹터 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매우 유 

효하며 특히 지역지식의 축적과 활용, 창조산업의 육성과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관광산업, 문화 

와 예술의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CT는 문화와 개발협력에서 빼놓을 수 없 

는 수단이다. |CT를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 문화교육과 문화유산의 활용방안, 문호佐埋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재생을 위한 협력전략을 한국 ODA의 중점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 지역문화와 생태관광을 위한 KCPI 

개발도상국들은 지역경제의 차이가 매우 극심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과 삶의 질 격차 또한 

극심하여 지역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빈곤지역 및 인프라가 낙후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오지 

지역에 대한 특별한 개발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 동반자 개발협력 사업으로서 지역문화와 생 

태관광을 위한 사업 발굴과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생태관광은 지역전통과 지역문화의 기반 위에서 공동체가 주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관광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생태관광은 지역문화를 유효한 자산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지역전 

통과 지역문호넨} 보존, 관리, 교육,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또한 생 

태관광은 주민들의 삶과 생계가 지속가능하도록 하고 경제와 환경, 사회와 문화가 조호陸閃| 발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관광의 개발성과 

가 주민들에게 분배되고 주민들의 역량도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생태관광 개발협력 사업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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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맥락에서 지역문화와 생태관광을 위한 문호悟읍반자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 

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이다. 

(4)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KCPI 

문화유산 산업 (heritage industry)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유산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미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계획 등은 문화유산과 역사유적에 대한 복원과 관리, 활용 

을 위한 투자를 해왔으며 문화유산은 관광산업과 문호佐達업 등 창조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은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주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 통합을 

이루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소농과 민초들의 삶과 생계기술, 전통과 관습, 기예와 지식 등 모든 것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소 

중한 문화자산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활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성과와 괄목할 만한 정책적 진전이 있었다. 특히 |CT를 활용한 박물관과 문화유산의 디지털화에 

있어서 세계적인 발전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간문화재 제도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전수에 기대한 성고頃} 거두었으며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 

고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첨단 기술과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문 

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 동반자 사업이다24). 

개발도상국에서 문화유산은 제대로 보존 관리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인 경우가 많고 많은 유, 무형 문화유산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있다. 특히 역사적 도시문화 경관의 보존과 관리, 다양한 지역문화 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 문화다양성을 위한 지역 언어와 민속, 전통 예술, 생계문화, 기록유산의 보존관리가 매 

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한국의 문화 동반자 사업 

은 매우 적절하고 지속적 개발성과도 기대할 만하다. 

(5) 지속가능도시와 문화다양성을 위한 KCPI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와 건축, 도시 재개발 및 문화다양성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이다. 21세기에 도시는 모든 빈곤 

문제와 물, 쓰레기, 이주, 교육, 질병, 불평등, 주거, 환경, 폭력, 재난 등 모든 인간과 환경문제의 

24) 문화유산 관련 ODA는 이미 다양하게 수행된 바 있다. 베트남 후에시 세계유산 디지털 복원사업, 베트남 하노이 구도심 

보존관리, 몽골 무형유산 보호제도, 문화유산 보존저리 장비 지원, 아시아 문화재보존과학 연수사업, 문화유산 전문가 연 

수, 랴오스 캄보디아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세계기록유산등재지원, 무형유산보호기반 구측사업 등이다. 특히 문화재정은 

세계적으로 문화유산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고삼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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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집결체이다. 동시에 도시는 발전의 표상이고 지표이며, 개발협력의 주요한 주체이고 대상이며 

행위자이다. 따라서 지속발전목표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인류의 당면과제로 

명시되고 있다. 

획일화되고 상업화되고 물화된 반인권적, 반환경적 도시 공간을 보다 인간적이고 다양하며 문화 

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핵심적 문호悟읍반자 

사업으로서 지속가능도시 프로젝트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 재건축과 도 

시 재생, u虐- 만들기 등 다양한 도시 개발의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과의 지속가능한 도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적절하다. 기존의 개발협력 사업이 상호 연관성 없이 개별 

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지속가능도시와 문화다양성을 위한 KCPI 사업은 도시개발과 재 

생을 통해 경제, 기술, 문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너지 효고博} 거둘 수 있는 통합형 개발협력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유네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도시 (creative cities) 네트워크 산업 모델과 같이 도시의 지속 

적인 발전 동력으로서 창의성 및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창의적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주목 

하며, 도시의 고유한 문호園 자산이나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 산업을 육성하는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개발도상국의 도시들도 박물관, 극장, 도서관 등 대규모의 문화 인프라와 기념비적인 조형 

물과 건축물을 통해 문화적으로 풍요롭고 다양한 도시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와 문화 복원 및 지속가능 건축 프로젝트가 개발협력의 주요 사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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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

한국 ODA의 전략과 방향 
- KOICA 문화 ODA 추진현황과 방향 -

김지윤 | KOICA 동아프리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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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ODA의 전 락과 방양 
- KOICA 문회 ODA 추진면훤과 밭양 -

2015. 4. 7(화) 

KOICA 동아프리카팀장 김지윤 

목자 

·鬱’ 한국의 ODA전략과 방향 

., KOICA 소개 

., KOICA 문화 ODA 추진현황 

•• ’ 향후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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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한국의 ODA 전략과 방향 

1.1 ODA 소개(용어의 자이)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형대의협력총칭 

경제협력 

Economic Cooperation 
투자 및 자본협력, 

무역을 포함한 모든 경제교류 지칭 

개발협력/개발원조 
Development Cooperation/ 
Development Assistance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개 발재 원 의 이 전transfer of resources for development" 

-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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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DA 소개(정의)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 적 개 발원 조) 

정부에 의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 

ODA 지원형태 

• 

• 

• 

• 

무상원조 (Grant Aid) 

차관 (Concessional Loans) 

국제 기 구 분 담금 (Contribution to Multilateral Agencies) 

국제 기 구 출天도금 (Capital Subscription to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1.3 개발도상국(수원국) 정의 및 분류 

• 

• 

• 

정의 : 경제 및 사회발전 대상이 선진국에 비해 경제성장의 도상 
에 있는국가 

분류 기준 : 1인당 GNI 기준(GNI Data 줄저: 세계은행) 

분류 (OECD/DAC, 3 년마다'수원국 

•905 달러 이하(3 년평균) 
·인적자원 부족 (칼로리 섭쥐 
량, 건강, 교육, 성인 식자율) 

·경제적 취약성 (제조업 비중, 
상품/서 비스 수줄의 안정도 등) 

48개국 

아프간, 앙골라, 부탄 등 

1,005불 이하 

12개국 
가나, 북한, 나 
이지리아등 

근|스트'발표) 

1,006-
3,97 5불 

48개국 
알제리 , 인도, 
콜롬비아등 

3,976-
12,275물 

43개국 

아르헨티나, 레바 
논, 리비 아 등 

* 2011-2013 기준 총 148국 (152개국에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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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의 주요 ODA 정책 및전략 

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 

(2010 년 )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 년 ) 
정부합동 

i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 

무상: 외교부, 

유상 : 기재부 

주관 KOICA, 수줄입은행 

참여 . 정부부저 

무 • 유상 통합 국가협 력 전 략(CPS) 

(26개 중점협력국) 

”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연간) 

무상: 외교부(주관) ＋ 각 무상 시행주세 

무/유상 : 종리실 (주관)+ 각 시 행주제 

1.5 한국 ODA 수행체계 

- - -
무상자금협력 

KOICA 외교부 

기술협력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자관) 

국제기구즐자금 
(국제개발금융기구) 

^~01.Q.aH 
T결 .. T=· 0 

한국은행 

7 1 획재정부 

국제기구분담금 
(UN 등의 국제기 구)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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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국 ODA 시행기관별 예산배분 (양자사업 기준) 

KOICA 
무상 60% 70% 

(Grant aid) 

양자원조 기타 30%* 
(bilateral) 

유상 40% 
(Concessional 入스입으행 

干눌 느 

Loans) 

* 무상원조의 기타 30% : 안행부, 보건부, 농림부 등 정부부저 시행 

1.7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년) 

• ODA 규모 : ODA/GNI 0.25% 

약 2배증가 

ODA/GNI 
0.25% 

2010 2015 

• 양자/다자간 비을 극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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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계속) 

• 무상/유상 비율 ⇒ 60:40 • 비구속성 원조 : 75% （무상 100%) 

80 

60 

40 

00 2 

2008 2012 2015 

2011 2012 201 3 2014 2015 

유상 1 무상 | 유상 1 무상 | 유상 1 무상 | 유상 1 무상 |유상 | 무상 
40% I 60% I 40% I 75% | 潭 | 85% | 潔 | 95% I 50% 1100% 

1.8 한국의 ODA (예산규모) 
(billion USD) 

2.4 

2.1 

1.6 

1.3 

1.2 

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잠정) 
2014 

(계획) 

• 2009- 2014 년 간 연평균 약 14%의 ODA 예산규모 증대 

• 한국의 ODA 규모 : OECD DAC 회원국 증 17위 

- ODA/ GNI : 0.14% ('12 년 기준) / UN 권고 0.7%, OECD DAC 회원국 평균 : 0.33% 

• 2014년도 종 0 DA 규모(계획 ) : 2조 2,666억원 

- 양자 1조 5,423 억원 (무상:7, 890억원 , 유상 :7 , 533 억원), 다자 7,243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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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KOICA 소개 

2.1 기관 소개 

,,--------------------------------------------------, 
` • 명 칭 : 한국국제 협 력 단(Korea Internati ona l Cooperati on Agency) 

• 설 립 일 : 1991 년 4월 1 일 

·설립근거:한국국제협력단법 

•재원:정부출연금 

• 기관 성격 : 외교부 산하 정부줄연기관으로 정부자원의 대외무상협 력사업기관 

• 설립 목적 

-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 

-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및 상호교류 중진 

•조직 

- 본부 : 이사장, 4이사, 1본부, 7부, 1센타 27 팀실 

- 해오I : 2 8개국 28개 사무소(주재원 16개소) 

아시 아(13 ), 아프 리 카(8), 중 남 미 (4), CIS(2), 중동(1) 

- 인원 : 280 명 (' 12 년 12월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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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사무소 현황 

\\ 
v-

—L 

· 
1

( 

~
 

44개국해외사무소 

2.3 연도별 예산 
(Milli o n USO) 

ooooooo oooooo r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2014년도 예산 : 6,065억원 (542 Million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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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예산 배분 

· 국별 프로그램 

(프로젝트, 국별연수) 

. 글로벌 프로그램 

(다국가연수, 봉사단, NGO지원 등) 

· 협력사원 지원 

2.5 주요 사업유형 및 중점지원분야 

프로젝트 
DEEP 

전문가파견 

중장기자문단 

국내 봉사단파견 

초청연수 (WFK) 
국제 JI 구/ 
인도적지원 

NGO/기업 
협력 

*범분야 : 성평등, 환경, ICT 

一zz

개도국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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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업형성 절차 

✓ 개도국 정부와의 상시 협의를 통한 우량사업 발굴 
- 개도국 정부와 상시 정잭협의 잊 사업형성 렵의 / 현지 분야별 donor meeting 삼여 

*국가개발전략에 포함도I 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발굴&공여국간 개발과제 협의를 
통해 중복사업 주진 방지 맞 사업간 연계 주진 

- PCP 작성 (KOICA사무소/상시)- ＞ 본부검토(n- 2 년 10월한) - > 사업형성 조사(PD작성 ) 

- > 본부검토(n-1 년 3월한) - > 자년도 사업계획 (안) 포함(n-1 년 4월 ) - > 무상원조시행 

계획 협의회 (외교부, n-1 년 5월한) - >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협의회 (국조실 , 

n-1 년 6월 한) - > 기재부 예산심으| - > 국회 예산승인 

✓ 우리 정부부저 제안사업 제도 운영 

사업제안서 제안서 심사 및 
우량사업에 대해 

작성및제즐 __> 검토의견 통보 __> 

사업제안서 보완 
(n-2년) (KOICA, 외교부) 

L 

정부부처에 결과 퉁보 수원국 수원종괄기관 공관(사무소)송부 
€ •• ,_ 

(외교부 , KO ICA) (공관(사무소)) (KOICA) 

m. KOICA 문화 ODA 주진현황 



3.1 문화 ODA 주진배경 

[1. 우리정부의 ODA 관련국정과제 ] 

0 정부는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로 '모범적,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과 

문화유산 보존, 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을 제시 

O '문화유산 보존, 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하위목표로 문화,예술 ODA 확대 포함 

[ 2 개도국 문화 다양성 향상 및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지원 ] 

O 소통과 공감이라는 소프트파워를 통한 개도국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다양성 

향상에 기여 

o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개발 둥력으로써 

0 문화 ODA의 양적 학대 이외에도 문화를 

문화분야 ODA 전략적 확대 필요 

존증, 고려하는 ODA 추진 

3.2 문화 ODA 개념 

✓ 

✓ 

✓ 

✓ 

OECD/DAC은 문화 ODA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도국의 문화적 

자원활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빈곤퇴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올 포함 

개도국 문화인프라 지원, 미래세대 문화역량강화, 인류문화 유산 보존지원, 미 

디어 지원 사업 등이 문화 ODA로 분류 

CRS 코드 상 '기타 인프라 및 서비스' 하부에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으로 분류 

하고 있으며 박물관, 도서관, 예술 및 음악학교, 스포츠 훈련시설, 경기장 지원 

등을 ODA로 인정 

Cultural programmes: Eligible as ODA if they build the cultural 

capacities of recipient countries, but one-off tours by donor country 

artists or sportsmen, and activities to promote the donors' image, a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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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화 ODA 접근관점 

✓ 섹터적 관점 및
 
범분야 관점으로 구분하여 고려 가능 

• 섹터적 관점 : 문화분야로 일컬어지는 예술, 관광, 스포츠 , 

미디어 

• 

등문화영역 콘텐츠들을 활용한 ODA 사업 

범분야관점 : 모든 ODA 사업이 개도국 주민의 감성과 자긍심 

과 고유문화를 존중하면서 발전을 추구하기 

전 과정을 통해 주구해야 할 가지규범적 

지원 

위해 ODA 주진 

성격을 지닌 범분야 

출처 : 문화분야 ODA사업개발 연 구(한국문화관광연 구원) 

3.4 문화 ODA 주진실적 

✓ 문화유산보존잊관리 

프로젝트형 

사업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 포장, 연장사업 

('05 - '06 ' 1 60만불) 

('08 - '09/430만불) 

('10-'12 / 1,150 만물) 

*大』
-느 O 

연수 
국제기록문화유산 관리과정('12) 

O 지역주민 잊 공사자량의 도로 
이용 증가를 통해 기존 유적 중 
심지 통과 교통량 감소로 앙코 
르 유적 훼손 감소 

O 유적지 내 교통흐름의 감소로 
쾌적한 관광여건 조성 및 이로 
인한관광객 유입 증가 

O 우리의 선진화된 기록관리 제계 
및 운영 노하우 전수 

O 국가적 자원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변화와관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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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문화 ODA 주진실적(계속) 

✓ 문화, 역사자료 디지털 정보화 

포로젝트형 

사업 

이집트문화재청 
유물전산화사업 

('07 - '09/200만불) 

O 유물정보의 제계적 디지털 관리 , 
이집트 문화재정의 정보화 수준 
향상 이집트 문화사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콜롬비아 역사자료 전산화 사업 

| o 콜롬비 아 문화역사 자료에 대한 
DB 기반 구측 사료보존 시스 
템의 현대화 역사정보에 대한 

('10- ' 11/ 100만불) 
\＼바른 접근성 확보를 통만 역량 

강화 

3.4 문화 ODA 주진실적(계속) 

✓ 문화콘텐츠개발 

|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및성과 | 

초정연수 

o KOICA 설립이래 2005 년까지 국제기구 
UNESCO TV 공동연수의 일환으로 매 년 한 달간 

다큐멘터리 제작과정 한국 방송공사에서 디지털 카메라 촬영 
및 단편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하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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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문화 ODA 주진실적(겨 

✓ 관광개발 및 마케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몇 성과 | 

프로젝트형 
사업 

페루 꼬라오 지역개발사업 
('10- '11/100 만불) 

O 페루 쿠스코 지역의 시골마을 
관광단지화를 위한 도예학교를 
설립 교육장, 전시판매장, 관광 
객들율 위한 휴게시설 등율 설 
지함으로써 도자기 제작 및 판 
매를 통해 소득창출에 기여 

DEEP 사업 

카자흐스탄 
관광산업 진흥 

마스터 플랜 수립사업 
('07 - '08/100 만불) 

O 카자흐스탄 관광정책개발을 통 
한 카자흐스탄 국내관광 활성 
맞 경제발전 도모 

조정연수 

_ 

관광개발 
정책 및 마케팅 
전략과정 

o 1 995 -2002 년까지 종 28회 515 
명 조정 

O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관광개발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교환, 이론강의, 우수 개발 
지역 직접방문 등을 실시 

3.4 문화 ODA 주진실적(계속) 

✓ 문화교류맞보급 

|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몇 성과 

민관협력 
사업 

초정연수 

봉사단 
파견사업 

몽골게르촌 
청소년 문화센터 사업 

('09/4만물) 

0 도시 빈민과 정소년을 위한 교육· 
문화 인프라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의 구심점율 마련하여 공동제 의식 
증대 

한국어 연수과정 
O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와 잠가 국간 
문화교류 중진에 이 바지 

l 

봉사단파견 

O 한국어교육, 태권도, 음악 및 미술 
교육, 도자기 공예 둥 다양한 문화 
분야 봉사단원 지속파견을 통해 
한국과 파견국간 문화교류 활성화 
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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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주진계획 

4.1 기본방향 

✓ 문화가 개발의 핵심요소(Power of culture for devel이:>ment, UNESCO)로 인식 

되고 있는 바, 개도국 문화역량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사회 , 경제 개 발 동력으로써 

의 문화 O DA 확대 주진 

✓ 개도국의 문화분야 사업수요를 바탕으로 양점의 , 화 0DA 사업의 전략적 방금 

및 일반 ODA 사업지원 시 문화적 요소 반영 추진 

✓ 원조기관인 KOICA를 중심으로 문화제육관광부 및 관계기관(문화재정, 세종재단,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국제교류재만, UNESCO 한국위원호I, 국제기구 등과 

톡합적이고 긴밀한 협력제계를 구축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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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부 주진방향 

✓ 

✓ 

개도국 , 화, 야 직접 지원 

- （개도국 문화유산 보존) 박물관 및 유적지 개보수, 문화자료 디지털정보화, 운영역량 
강화 등 문화적 가지가 높은 개도국의 문화유산 보전 지원 

- 문화유산이 소재한 해당지역 전반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여 문화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존 및 훼손 예방관광 족진 효과 달성 

- （미래세대 역량강화) 도서관, 문화센터 지원 및 개도국 미래세대 , 특히 빈곤지역 청소 
년과 아동이 미술,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장의적 발전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관광산업 족진) 관광산업진홍 정책자문 및 특산품 개발, 서비스 인력양성 등 개도국 
관광산업 족진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 및 빈곤토|지 기여 

1 화의범,야적적욥올톱, ,화교류협력감화 

- 조정연수 맞 봉사단을 통한 문화교류 행사 잊 한국어 확산 등 문화교류협력 강화 

- 일반 ODA사업지원 시 한국적 미와 감성을 접목하여 우리문화 전파 및 ODA의 

질적 수준 제고 (예) 건물 등에 한국적 美, 감성율 반영한 디자인 주진 

4.3 사례소개 

✓ 

✓ 

콩고민주곰화국 국립박뭄, 건립사업 

- （목적) DR콩고 문화유산의 가찌 증진 , 박뭄관 전시 , 교육 기능 강화 및 수익 증대를 
통한 박물관 지속가능성 제고 

- （규모/기 간) 2012-2017 / 1,000만불 

- （수행기관) KOICA/ DR콩고 문화부, 국립박물관 연구소 

- （주요내용) 국립박물관 건립 (전시실 , 교육실 , 행정실 등), 박물관 기획, 보전저리 , 

영상 맞 음성 디지 털화 전문가 등 전문가 파견 , 박물관 운영 맞 전시 

기획 관련 조정연수, 미디어 홍보, 기획조사, 성과관리 등 

2015 년 사업타망섞 검토 예정 사업 

-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프레아피투 사원 보존관리 마스터플랜 사업 (문화재정 제안) 

- 방글라데시 국립박물관 역량강화 사업 

-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 홍보관 개선사업 

- DR콩고 국립박물관 역량강화 사업 

- 팔레스타인 무형문화유산센터 설립사업 



4.3 사례소개 

✓ 캄보디아 앙군르유적 프레아피투 사원 보존관리 마스터플랜 사업 

- （ 목적 ) 세계유산인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내 프레아피투 사원의 보존·복원을 위한 
기초조사 , 테라스 목원 및 캄보디아 현지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 （ 규모 /기 간 ) 20 14-20 17 / 400만불 

- （수행기관 ) l<OICA/ 압사 라청 (APSARA) 
— ( 주요나 용) 

• 기초조사(151.9 만雪)： 사업추진들 위한 각 분야별 기초조사 , 고증연구 및 복원계획 
수립 , 구조안전 성 연구 , 정 비계획 수립 동 

• 티라스 복원 (54 . 9만물 ) ： 발굴조 사, 복원설계 , 보존처리작업 , 복원 시공 
• 역량강화(47.7 만물)： 현지 전문인력 기술교육 및 국내 초청연수 시행 
• 사업관리 (108만물) : PMC 구성 운영 , 현지 사업총괄·지원 , 기초조사 일부 수행 
협력기관과 수시 업무협의 및 사업 상시 모니터링 

• 기자재지원 (37.5 만불)： 현장사무소 및 홍보관 운영(차량 , 비품 동) ， 사업평가 , 보고 서 
작성 

4.3 사례소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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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례소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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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2 >

개도국 유네스코 유산 등재 지원 사업 

김귀배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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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유네스코유사 
드재지원 사0-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장 

김 귀 배 

개도국 유네스코 유산 등재지원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유네스코 유산분야의 글로벌 전략목표의 이행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 

0 개도국 유네스코 잠정목록 유산 보호 및 보존에 기 여 

문화유산분야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및 영향력 확대 

사업내용 
사업기간: 연중 

장 소: 방글라데시 , 피지 , 미얀마, 자메이카, 라오스 등 

주요내용: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분야의 유네스코 
등재신정서 검토, 현장 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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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유네스코 유산 등재지원사업 

► 사업내용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개죄 

방글라데시 세계유산 등재지원 워크숍 

피지 세계유산 등재지원 워크숍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지원 정잭 세미나 

세계기록유산 중남미 지역 등재훈련 워크숍 

개 네 ~I 계 71 록 
H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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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지원 사업 

주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문화재정 , 유네스코 

목적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저조한 국가들의 등재 신정 지원을 통한 
기록유산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내 인식 제고 

잠7卜대상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하지 못하였거나 소수만 등재한 국가 중 
선발된 10개국 대표 10 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 맞 등재심사소위원회 위 
원 등 전문가 5 명 

개도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지원 사업 

» 워크숍 주요 내용 

전문가 발표를 통한 세계기록유산 사업 쥐지 및 등재 주세 , 등재 
신정서 작성 방법 등 소개 

• 세계기록유산 사업 
•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활동 

•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정서 작성 방법 

•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정서 작성지짐 활용방안 

• 세계적 중요성의 의미와 사례 
그룹별 신정서 검토 맞 보완 작업 

• 국가별 등재주진 기록유산 소개 

• 전문가 자문을 통한 등재신정서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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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I 
기과 

제 1 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UNESCO MOW Regional Training works 
lcheon, Republic o f Korea / 「ebruary 18-20, 2009 

« .. . r·."‘ ... 
• Kw" '""."" °’ On ... µ.,,‘k ·•¥• .. "4’‘ .... ，....-' ’ '모브 c: ......... _.,_ 

기 간 : 2009 년 2월 18-20 일 

장소 : 경기도 이전 

주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재정, 보건복지가족부, 유네스코 

협력 : 한국한의학연구원, 유네스코협회연맹 

잠가자 : 부탄, 쿡아일랜드, 피지, 라오스, 몰디브, 몽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나 베트남 등 아태지역 10개국의 기록유산 관 
련 전문가 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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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위 i 숍 

제 2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기 간 : 2011 년 3월 11-14일 
► 장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협력 : 인도네시아세계기록유산국가위원호I , 
유네스코인도네시아국가위원호1 

► 잠가자 : 방글라데시 , 부탄, 피지 ,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아일랜드, 
동티모르 등 아태지역 10개국의 

기록유산 관련 전문가 10 명 

2nd Regional Training Workshop 
on the UNESCO 
M emory o f the W orld 

J."rt• , lndon •• i. 
111h- 141h M•mh 2011 

o,.nk·m· "'"'.' "'· '나날• ·소.j.－－ － ＇－．'""＇kn o, ,.". 
”죠--- .-. N•0"" ' c.＿．」－」=．,” ""'SCO 

""'5CO 

.lliill.I©-_-=-_::= 

같 드 =：：：느：뜨 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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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1 록 卜듣재훈련 워크숍 

제 3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llii!l.!29 
--=--= ===:- 

UNESCO Memory of the World 
Training Workshop in the African Region 

Addis Abobo, Ethiopio 
1o•h.13"' December 2012 

0며anIze『S : Koman N•tional Commission f0『 UNESCO 
Cultu『aI Hedtag• Administmtion oI Koma 
UNESCO 

Lml Coo며loato『: Eth loplao Natlooal Anchlves aod Lib『訂y A9@nq 도==＝뜨 갈 로I lli' 

기 간 : 2012 년 12월 10-13 일 

장소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협력 : 에티오피아 국가기록원 

잠가자 : 감비아, 나미비아, 말라위, 모리셔스, 세네갈1 에티오피아, 
우간다, 짐바브웨 등 아포리카 8개국의 기록유산 관련 

전문가 8 명 및 참관자 (오만 대표 5 인 ,에티오피아 대표 7 인) 



제4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기 간 : 2013 년 11월 26-29 일 
장소 : 캄보디아 프놈펜 

---- 교l@ 
..,'""'""뻑q""'1mm.,.h伽..,a.마퍄 뻔 
.'I'때u뼈퍼•"mmmn止p" .. 따血맹• 

늑 namg,km!!I ＇버'＂바'"n •• "비 b00rn 

UNESCO Memory of the World 
Training Workshop in the Asia-Pacific Region 

C·===k"" ___ : .. J· C · :．소 

"dC .. "..,'-""dC- 上_L.
C이"의 H:： ... 3-••• 」 ... . ，．，．－．여止 
’야.H<ro 

= 조室조 셜 걷 됴 

협력 :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Z쵸函늘-느m=-- . ..::,,- - — _ 수= =｀ 

잠가자 : 라오스, 몰디브, 마셜 제도, 사모아, 피지, 스리랑카, 

캄보디아, 쿡 제도 등 아태지역 8개국의 기록유산 관련 

전문가 8명 및 잠관자 (브루나이 2 인 , 캄보디아 8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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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 

제 5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기 간 : 2014 년 9월 17-20 일 
장소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협력 : 유네스코 키르기스스탄 위원호1 

잠가자 : 네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 
즈베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지역 7개국의 기록유산 관련 전문 
가 8 명 맞 잠관인 20여명 (키르기스스탄, 중 
국, 한국) 

/ + 

,b<J 었냐r/ 
?、

< _ . 
,,노二=m: 

r ' 폰 ) 0,_ 
一 :~노==상"＇＠ ~＼尸;7'“一'~=,, .. • . 

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 

워크숍성과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현황 - F타:. 유산명 | |同:.
2009 피天| 인도인 계약노동자에 관한 기록 2011 

2009 몽골 알탄 톱지 (1651 년에 저술된 황금사) 2011 

2009 베트남 레 왕조와 막 왕조(1442-1779)의 2011 
과거 시험 관련 석판 기록 

2011 동티모르 국가의 탄생 : 전환 2013 

2011 미안마 쿠도도 비문 성지 2013 

기록유산보호 및 지원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 

기록유산사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입지 공고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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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성과 

유네스코 아태지역기록유산 등재현황 (1 ) - F":. 유산명 | |同!.
2009 피天 I 인도인 계약노동자에 관한 기록 2010 

2009 몽골 알탄 톱지 (1651 년에 저술된 황금사) 2010 

2009 베트남 레 왕조와 막 왕조 (1442-1779)의 2010 
과거 시험 관련 석판 기록 

2011 파푸0~ F. E.월리엄스 컬렉션 2012 
뉴기니 

2013 캄보디아 타쿠릇의 림게, 세계의 서사시 2014 

기록유산보호 및 지원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 

기록유산사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입지 공고회에 기여 

워크숍성과 

• 유네스코 아태지역기록유산 등재현황 (2) - F떠:. 유산명 | |閃!.
2013 쿡제도 1891 년 선 언 서 (E Tuatua Akakite) 2014 

2013 피天| 폴리네시안 이민자 기록물 2014 
(1876-1914) 

2013 라오스 1955-1980 네 오 라오 학 사트 2014 
立근|르 亡, 7 2-I 2 ---,1| 人'---寸

2013 몰디브 ’로마파누' 동판 컬렉션 2014 

2013 사모아 1900-1914 독일-사모아 식 민행정 2014 
기로= ―1 눌 

기록유산보호 맞 지원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 

기록유산사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입지 공고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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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TT네 ....L!. 세계 
H지워 

개도국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지원 사업 

주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재청 

► 무처 -7 -, 

세계유산 등재가 저조한 국가들의 등재 신정 天|원을 통한 세계유 
산의 발굴과보존에 기여 

세계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내 인식 제고 

잠7~대상 

세계유산 미등재/소수등재국 1~2국 선정 
/ 대상국 유네스코국가위원회 , 유관부저 , 기관 관계자 등 

세계유산 분야 국내외 전문가 2~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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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지원 사업 

» 워크숍 주요 내용 

> 전문가 발표를 통한 세계유산 등재 교육 

•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소개 
• 세계유산 등재신정 절자 맞 등재준비 유의사항 

• 세계유산 등재요건 중 ouv 도줄 방법 
•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경험 공유 

> 후보지 현장답사 및 전문가 자문 / 토의 
• 등재후보지 현장답사 

• 등재후보지역 등재 준비를 위한 SWOT 분석 및 계획 논의 

• 전문가 자문을 통한 등재신정서 수정 맞 보완 

방글라데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기 간 : 2014 년 4월 22-24일 

►
 장소 : 방글라데시 다카 

주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문화재정 

협력 : ICOMOS 한국위원회, 방글라데시 문화부 

유네스코 방글라데시위원회 

잠가자 : 방글라데시 세계유산 등재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 3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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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기 간 : 2015 년 1월 28-31 일 

► 장소 : 피지 수바 

주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문화재정 

협 력 : ICOMOS 한국위원회 , Pacific Heritage Hub, 

피지 유산예술국, 피지 내셔널 트러스트 

잠가자 : 피지 세계유산 등재 유관 전문가, 관련 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 3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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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 세계유산등재훈亡 

댜古 계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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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 기간 : 2015 년 8월 31일-9월 2 일 

장소: 자메이카 킹스턴 

협력 : 유네스코 킹스턴 사무소/ 
유네스코자메이카국가위원회 

잠가자 : 중미 맞 카리브해 지역 10개국의 기록유산 관련 전문가 10 명 
맞 자메이카현지 잠관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지원 사업 

방글라데시 워크숍 | 라오스 워크숍 | 
기간 : 2015 년 5월 3-6 일 

► 장소 : 방글라데시 
협력 : ICOMOS한국위원회 

방글라데시 문화부, 
유네스코방글라데시 
위원회 

잠가자 : 방글라데시 세계유산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10여명 

► 기간 : 2015 년 하반기 
► 장소 : 라오스 
► 협 력 : ICOMOS한국위 원회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라오스 문화부 

► 잠가자 : 라오스 세계유산 담당 
자 및 관련 전문가 10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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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지원 사업 

1 미얀마 — 무형유산 정잭수립 지원사업 | 
► 기간 : 2015 년 하반기 

대상국: 미얀마 

주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둔화재정 

협 력 : 유네스코 방콕샤무소, 미 얀마 문화부 

주요내용 : 대상국의 무형유산 정잭수립을 위한 중장기 자문 및 
세미나개죄 

주진전략 : 유산등재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무형문화 
유산목록 특성 상 정책수립부터 단계적 지원, 2자년도에 특정 
유산 신정서 작성을 직접 지원 

p:1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전략 마련 

► 국내 유관기관들간의 협력방안 모색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 예산의 지속적 확보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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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과 협업 체계 

김광희 | 한국문화재재단 국제교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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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보존판리 지원 사업파 협업체계 

2015. 04. 07 

특 차 

` ̀ 

[ I - 매기1유만 보존관리미연 I\t업 \ 

• 1. 사업개요 

• 2. 캄보디아 프리아피투 사원 복원정비 사업 

• 3. 미얀마 바간 유적 보존관리지원 사업 

• 4 . 라오스 홍낭시 다 보존복원 사업 

[ | | 대111유만 보존편리 사업 염업저111l l 
• 1. 국내 협업기관 

• 2. 국외 협업기관 

• 3. 사업진행의 어려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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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매제유만 보존관리미연 사업 

/N 

1. 사업개요 Business Summary 

저개발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라오스 : 잠파삭 문와경관 LH 홍낭시다 보존복원 사업 
캄보디아 : 앙코르유적 프레아피투 사원 복원정비사업 

미얀마 : 바간 유적 보존관리지원 사업 

문와유산 보존관리 인력양성 

보존저리 장비 지원(부탄, 콩꿀,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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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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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아피투 기조조사 사업 

2.1. 포레아피투 사원군 위지 및 개요 

앙코르유적 
All 따'h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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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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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 Reap latematloa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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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아 피투 사원군 (Preah Pithu) 

- 12세기 중반에 건립 수리야바르만 2세 

- 5개사원 (T,U,V,X,Y), X불교사원/나머지 힌두교 
EFEO가 긴급 보강조지를 하였으나 여전히 위험한 상태 

약간의 기조조사 제외 각종 보존복원사업 전무 

발표 3_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과 협업 체계 I 97 



2. 프레아피투 기조조사 사업 

2.2. 프레아피투 사원군 특징 

三
{，\＂조i홀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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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 I 됴~x 
玉亡그: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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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V 

사원 X 

사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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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아피투 기조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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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MOU 제결('13) 
--------------------------------------------------------------------------------------------

’ ` , 

캄보디아사업 현재 진행사항 

- 문화재정과 캄보디아 압사라정 문화유산 MOU 제결 (' 13.06 .) 

- KOICA 정부부저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13 07.) 

- 프레아피투 보존 복원 종합보고서 발간('1 3. 1 2) 

- KOICA 정부부저 제안사업 기획조사 완료('14.03.) 

- 프레아피투 사원 구조안전 맞 보존환경 모니터링 장비 설大|('14.10. ) 

- KOICA 정부부저 제안사업 실시협의 완료_KOICA-압사라정간 R/D제결('14.1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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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레아피투 기조조사 사업 

」’

’ `` 향후 계획 (3 년/ 45 억원 400만불) 

- KOICA 정부부저 사업 공공협력 추진('15 년 ) 

- 프레아피투 사원 기초자료 DB 구죽('15 년 ) 

- 포레아피투 사원 구조안전 잊 보존환경 모니 터 링 진행 (-'16 년 ) 

- 프레아피투 사원 복원 및 마스터플랜 수립 ('17 년 ) 

`` 

GKOICA 정부부저제안 사업 주내용 

- 2015 

기조조사 · 지반/지하수 조사, 지질/ 암석학 조사, 정밀실측조사, 보존저리계획 등 

시범사업 구조안전성 연구 

역량강호十 · 현지 전문기술교육 

- 2016, 2017 

기조조사 시굴조사, 복원계획 , 정비계획 등 

시범사업 · 보존저리작업 , 복원설계 , 해제조사, 복원시공 

역량강화 현지 전문기술교육, 국내 조정연수 , ’ 
9 

2. 바간유적 보른관리지원 사업 

,,--------------------------------------------------------------------------------------------, 

미얀마 바간유적 개요 

- 시기 : 10 ~ 14세기 조성 (바간 왕조) 

-트지 
_기 0 

[> 13 x8km 내에 3,122개의 불교유적 (사원, 답 수도원 등) 산재 

[>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유적과 더불어 세계3대 

불교유적 중 하나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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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간유적 보론관리지원 사업 

3.1. 바간의 대표 유적 개요 

11 

2. 바간유적 보른관리지원 사업 

현재 진행사항 

- 문화재청과 미얀마 문화부 문화유산 MOU 제결 (' 12) 

- KOICA 정부부저 사업제안서 작성 밋 제졸('13 .07 .) 

- 바간 유적 보존저리장비 지원 (' 13 .02-09.) 

- 바간 유적 구조안전 및 보존환경 모 니 터 링 장비 설 지 (' 14.10.) 

- KOICA 정부부저 제안사업 기획조사 확정 ('14 . 12 .) 

`、`｀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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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간유적 보론관리지원 사업 

: O향후 계획 

- KOICA 정부부저 제안사업 기획조사 및 실시협의 준비 ('15) 

- 미얀마 바간 고고학박물관 보존저리 장비지원 (' 15) 

- 바간 유적 보존환경 및 구조안전 모 니 터 링 (' 14~ '16) 

- KOICA 정부부저 제안사업 주진 예정('16) 

KOICA 정부부저제안 사업 주내용 

- 바간 유적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 문화유산 보존관리인력 양성 

- 바간 유적 보수 (No.1843 유적 ) 

- 바간 유적의 디지털 영상 제작 및 상영시설 지원 

-------------------------------------------------------------------------------------------' 13 

4 

라오스 세계문화유산 

-• 등재연도 :1995 년 
• 등재기준 : ii, iv, V 

I 참파삭 문화경관 내 왓 푸 사원과 
고대주거지 

L-묘·,,수"'·m 

- · - ，":…』 t,.

* ＂"노냐'" 
• 『._－～ 'U , '' "0"' 

• 등재연도 : 2001 년 
• 등재기준 : iii, iv, vi 

==_=='.:;' --·-·· 
’ "' 'OO 1 , 天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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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를낭시다 유적 보론특원 사업 

L ! 

«= r 
도서" c 

배 지 도 

¢-, 
’ ’ 

• 

• 

흥낭시다유적의 특징 

시기 . 1 2 세기 중후반('14 년 고증연구 결과) 

- 기존 EFEO 연구에서는 11세기로 주정 

구성 . 답도, 주신전 (플랫폼, 만다파, 

연도, 봉안소)， 도서관 바라이 

규모 : 주신 전 동서 50m, 남북 29.24m, 

높이 7.46m 

❖ 1997 년 2월에 왓푸사원의 고고학적 

탐사를 하며 저음 홍낭시다 조사 

❖ 2007 년 에 담장율 비롯한 주변 정비 공사 

률 하였음 

` ,' 

` ̀---------------------------------------------’ 
15 

4 
흘낭시다 유적 보존특원 사업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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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를낭시다 유적 보론특원 사업 

2' 
’ 

,. ’,',',',','’ 

대만민국 문화재청과 라오스 정보분화관강꾸 간 

『참피삭 꾼회겅관 내 왓 푸 사원과 고대 기주지 유적」 

보존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떠한민국 룬화재청과 라오스 정보운화관광무 (']하 ”상방”이라 한다)는. 

2011 년 3일 30일 비엔니안에서 계결딘 r대한민국 운회계청과 다오스 정보 

.. 화부 유산국 간 군화유산분야 협력에 관한 양혜각서』 계4권 및 계5실에 

의거하여, 

참과식 유적 보존 및 활용예 판한 경업과 지식을 공유하고 지속가농한 브존 

정의 수린욱 도모하고자, 

다음의 사항에 합의안디 

계 ’ 전 

0 ) 본 양에각서에서 ·세계유산자> 2001 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갑과식 군화경관 대 왓 투 사원피 고대 거주지로 정한다. 

(2) 깽밍은 세계유산을 보촌을 육직으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한디 

(3) 본 양예각서 이형에 있어 쌍방은 상호 이바의 원칙, 상호 촌중의 원 

칙, 호리주의 원칙에 입각한다. 

(4) 쌍방은 본 양에각시의 이행을 위비 각각 자국의 법링 및 예산이 허용하 

는 법위 내에서 적정만 수난을 귀하기 위한 노려울 다한다. 

(5) 본 양뻬각서는 법적 구속력아 없옵올 명시한다 

보존사업 MOU 체결( '13.11.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 17 

4. u:활 홀낭시다 유적 보존특원 사업 
--------------------------------------------------------------------------------------------

고증연구(역사와 민속, 미술, 건측, 석조보존, 보존환경 분야) ('14) 

- 「홍낭시 다 유적의 역사와 민속」 가종수 일본 슈지츠대 교수 

- 广홍낭시다 유적의 미술사적 고찰j 박형국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 교수 

- 「홍낭시다 유적으| 계통과 양식적 특징」 김왕직 명지 대 교수 

- 「홍낭시다 유적의 석 재 특성 맞 보존계획 」 임권용 중앙문화유산보존센터 원장 

- 「홍낭시다 유적의 보존환경 맞 생물풍화 조사j 정용재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암석시료 성분분석('14) 

--— 때 
HNS 2014-095 l:;INS 2014-10B 

\ - 유적의 기조 확인 맞 기와등 출토유물 발굴 _ 라오스 홍낭시다, 캄보디 아 앙코르유적 , 
암석시료 성분분석 결과 유사 재료임을 확인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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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를낭시다 유적 보론특원 사업 

,--- --, 

: S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복원 주정안 작성 

- 주요부재 실측을 통한 도면 자료 구축 

- 주정복원도 작성을 통한 유적 보수 및 복원모습 예상, 보수설계 기조자료로 활용 

홍낭시다 들탯품과 만다파 영역 추정 복원안 ,’ 
--------------------------------------------------------------------------------------------

4 
흘낭시다 유적 보존특원 사업 

`、`
향후계획 

- 고증연구(고고학, 건죽구조 및 시공) ('15) 

- 2자 발굴조사(' 15) 

- 문화유산 인력양성 ('15) 

- 구조안정성 연구, 보수정비 설계, 야적장 및 진입로 보수공사 착공('15) 

- 주신전 답도, 도서관 주변 정비 ('17- ' 19) 

- 주변정 비 완공 및 준공('20) 

- 홍낭시다 유적 주변 사원으로 보존사업 범위 확대('20 이후) : 
----------------------------------------------------------------------------------------

104 I 



\\ 

11 . 매데유연 보존권리 사업 
엽업매테 

/N 

1. 국내 협업기관 

사업 주진으I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전문기관 밋 전문가 협업 주진 

률 -환경 모 니 터링 조사 

인력양성 사업 진행 

-건축, 보존과학연구 1 건죽, 보존 자문 

발굴조사 | 보존저리 장비지 원 
후 기술교육 

인력양성 사업 진행 

-

사업방향 자문 

인적 네트워크 교류 

.”". 
• 정밀실즉/3D스캔 전문업제 , 설 계 전문업체 

• 지반조사/지 반 전문연구기관 

• 복원주정도 작성/문화재실즉설계 업제 

• 암석 성분분석/문화재보존저리업제 

• 자문위 원 구죽 
(미술 건축, 보존분야 오| 2 명 ) 

• 위족연구위원 구축 
(고고학, 건죽구조 및 시공 분야) 

’ 2
, 

2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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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협업기관 

`、

국가별 급교껴관_`` zz一一一__ F 국제기구 --............_ __ 

.:• 라오스 
-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 
- 세계유산 왓푸사무소 
- 라오스 국립동독대 

.:• 캄보디아 
-압사라청 
- ICC-Ang ko r 

.:• 미얀마 
- 미얀마 문화부 

- 국립 바간 고고학박물관 

.:• 부탄 
- 부탄 문화부 

한국룬화재재단 

❖ UNESCO 방콕사무소 

❖ EFEO (아시아 연구 프랑스 극동학원) 

수 프랑스 외무부 공적기금 

❖ WH C 隔ar i d Heritage Committee) 

• 사업 진행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국 관계기관과 국제기구간 지속적인 
, 업무협의 맞 네트워크 구죽 

、-－－－－－－－－－－--－－－－－－－－－－－－－－－－－－－－－－－－－－－－－－－－－－－－－－－－－－－－-－－－－－－－－－－－－－－－－－－－－－－－－－－－－－－－－－－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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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진행의 어려운정 

, - - ̀  
' ` ' ` ̀ 
국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ODA사업의 정보공유 부족으로 지자제 및 타기관간 중복 사업 발생 

►
 
지자제 , 기업 국공립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ODA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 

확대필요 

국외 

개발도상국과 관계기관의 소통부재로 인한 업무진행의 남항 

►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한 인재 발굴 및 양성을 통하여 해당국 관계기관에 현지 인력 

필요 

파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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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협업을 틀한 기대효과 

¢ ’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세계유산 복원사업을 통한 관팡인프라 구축 

사업주진 효율성 제고 

사업의 전문성 강화 

위험 리스크 발생 감소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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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문화유산 국재개발협력 사업현황(2) 





[발표 4 >

아태지역 무형유산보호 국제협력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ICHCAP) 사례 -

김덕순 | 유네스코아테무형유산센터 교류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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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II. I®
…=죠루 츠r 

유 1.:11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 세미나 (2015.4.7, 서울) 

아태지역 무형유산보호 국재협력 
- 유네스코아버무형유산센터UCHCAP] 사례 -

• 일 자 : 2015.4.7 (화) - · 麟ichcap • 장소 : 국립고궁박몰관 

_=루묵도던==- • 발표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김덕순 교류협력팀장 

목자 

5. 

6. 

1 개도국 국재개발협력에 대한 관점 | 

1 센터개요및주요활동 | 

1 무형유산보호 국재협력 사례 | 
I Lessons from the experience | 

1 파트너쉽파 협력을 위한 재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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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점 

세미나주재 

지속가능만 문화유산 국재개발협력을 위만 

시맹주제간 파트너쉽 형성 및 협력방안 모색 

센터의판점 

•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지속 가능여부: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법] 

무형유산 보호 주제의 무형유산 보호 역량 강화 활동 위주 

• 문와유산 

- 경제적 논리 접근 보다 감성, 이매, 빼려, 존중이 절대적 요구 

- 무형유산의 특성 1공동제의 가지관, 신념 등 국가 또는 공동의 정제성 표면] 

• 국제개발협력----> 국제협력, 개도국---->유네스코 회원국 

- 개발 개도국’ 이란 용어에 제증적 Connotation 배제 

- 대등적 용어 사용 [상호 협력, 공동사업, 쌍방향 교류 등] 

※ 아태지역 48개 유내스코 외원국 중, 만국 ODA 수원국 32개국 애당 

1 센터 개요 및 주요 활동 | 

JH 요 여여 
`-- --, 

한-유네스코협정 

• 2015.10 한국정부, 센터 설립 꿍식 표명133자 유네스코 총외] 

• 2008.04 센터 실림 재안서 재출1179자 유네스렸 집행이사외] 

유네스코 .. 한국정부 
(문화재청) 

• 2009.01 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一유네스렸 사무국] 

• 2009.04 센터 설립 승인 권고(181 자 유네스코 집행이사외] 

• 2009.10 센터 설립 승인(36자 유네스코 종외] 

사업적 행정. • 2010.06 센터 설립을 위안 만-유네스코 협정 재결 

유네스코 C2센터 
유네스렸전락 

예산 
문외재보호법 17.2 
문와재청 특수법인 

• 2010.10 한-유네스코 협정 발효 맞 관보 게재 

• 2011 .03 센터 설립 지원 문와재보호법 일부 개정안 통파 

114 I 

유네스코 
Of태무형 
유산센터 

※ 유비스코 C2센터 [정부간 기구1 

• 2011 .06 센터 설립 발기인 종호 

• 2011 .07 센터 공식 즐범(문외재정 특수법인 등기] 

• 2011 .11 창립이사외 및 창립기념식 JH죄 [유네스코 사무종장] 

유비스코 총회 숭인을 통OH 설립된 유U|스코 무원기관으로, 유U|스코 사업전략피 밀접한 연계, 

그러나 센터의 재정 맞 법적 잭암면에서 유U|스코와 독립 [센터 설립 민원국에서 부담) 



:—터 개요 및 주요 활동 I 

센터 혈동 개념도 

정 보 ( Information) 네 트 워 킹 (Networking) 

수집 및 분석 무형유산 정보와 기반조성 / 무형유산 협력네트워크 

다자 

보금 빛 렬용 무형유산 진흥과 가시성 제고 .,. 협력 

양자 + 이L 저_ 

협력 .lJ... _·T~T 

보판 맞 판2.J 무형유산 DB 구측 

·7 
아시아버평양 48개 회원국 무형유산 보호 탈동 지원 맞 역량 강화 

센터 개요 및 주요 활동 I 

주요사업 분야 

무형유산 정보" \ 무형유산 네트워\ L 무형유산 진흥 \ 꿍적JH발원조 

DB구측 강와 가시성 재고 IODA)사업 _ ` 
• 국가무형유산정보 

• 유네스코국제협력 
• ICH 뉴스레터 & • 무형유산 ODA 

수집 및 아카이빙 도서 발간 (몽골, 부탄, 미얀마, 

• 자료 복원 밋 디지털화 
• 아태지역 소지역 

• 중앙아시아무형유산 타지키스탄, 라오스) 

• 태평양무형유산정보 
협력사업 (5 개) 

가시성 재고사업 • 문화동반자 (ODA) 
• 대외협력 사업 & 

보급협력 
01사회 

• 무형유산 영상기록 • 줄다리기 공동등재 

• 무형유산보호 DB 구축 • ICH 디지털 콘텐츠 신정 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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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무형유산보호 국제협력 사례 1 

3.1 0~AlO~EH평양 소지역 무형유산 협력사업 (다자간 협력) 

• 목 적: 아태지역내 소지역별 다자간 협력을 통해, 

소지역별 무형유산 이슈에 공둥 대응 

• 범 위: 5개 소지역 (35개국) ※ 아태지역 48개 회원국의 73% 

• 사업선정: 소지역별 현황 파악, 협력회의를 통해 구제적 사업 선정 

• 사업기간: 평균 3-5년 (중장기 사업) 

• 참가범위: 소지역별 유네스코 회원국 전제(가급적) 

• 참가대상: 국가별 정부 대표(문화부) 

• 협력기관: 유네스코지역사무소, 지역기구(아세안사무국, SPC 등) 

• 예 산: 협력사업(센터), 협력회의(센터와 회원국 공둥분담) 

3. | 무형유산보호 국제협력 사례 1 

116 I 

중앙아시아 무형유산보호 협력사업 

• 목 적 :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목록 작성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 사업 기 간 : 2012-2016 (5 년 간) 

• 참 가 국 : 중앙아시아 5개국 

• 협력기관 : 유네스코알마티사무소, 유네스코타슈켄트사무소, DCAS, 

각국 문화부 및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전문기관 

• 진행경과 

- 국가별 무형유산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목록 작성 지원 준비 ('12) 

- 국가별 무형유산 록록 현지조사 및 온라인 DB 시스템 개발('13-'14) 

- 중앙아시아 국가별 ICH 웹사이트 및 통합 웹사이트 개발('15-'16) 

- 증앙아시아 무형유산 목록 정보 해설집 발간('15-'16) 

• 사업성과 

- 층앙아시아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기반 조성 잊 역량 강화 

(유네스코 대표목록 12개 종목 등재- 국가별 순위 7위) 

-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네트워크 기반 확대 및 공고 

•연계사업 

- 우즈베키스탄 1950-60년대 무형유산 기록자료 복원 ('14) 

- 키르기스스탄 무형유산 영상기록(마나스, '14) 

-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심포지엄 개죄(우즈베키스탄, ‘14) 

。 • 맵麟譯:' 
0 4, 

무형유산현지조사 실시 

—==£Z-=-==-=== 
국가별 무형유산 웹사이트 제작 



3. | 무형유산보호 국제협력 사례 1 

태평양 무형유산보호 협력사업 

• 사업명: 태평양 전통지식 및 지혜 도서 발간 

• 목 적: 태평양 전통지식 도서발간을 통한 무형유산 가시성 제고 

• 사업기간: 2013-2015 (3 년간) 

• 진행경과 

- 4자 태평양 협력회의('13.4, 바누아투)， 태평양 전등지식 도서 발간 결정(6개국) 

- 태평양 도서 발간 편집회의 1자(2014.5), 2자(2014.8) 

- 태평양 전동지식 및 지혜 도서 2,000부 발간 (2015.12)/ 온라인 홀보 

- 태평양 국가별 계획에 따라 프르모션 행사(발간 기념행사) 지원 

• 참 가 국: 태평양 지역 6개국 

• 협력기관: 각국 문화부 또는 문화부 지정 전문기관 

• 사업성과 

- 지역 관점에서 태평양 고유 전통지식 출판롤 발간 

-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가시성 및 인식제고 

-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향후 협력기반 확대 

• 향후 계획: 태평양 지역 2자 공동사업 결정 ('15) 

3. | 무형유산보호 국제협력 사례 1 

둥북아시아 무형유산보호 협력회의 

• 회의명: 2014 동북아시아 무형유산 네트워크와 정보교류 

• 목적 
- 둥복아시아 무형유산 협력제 구성 
- 특한 무형유산 현할 파악 및 네트워크 형성 

• 사업 기 간: 2014.7 

• 참가국: 5개국 대표 (북한 민족문화유산지도국 부국장 창석) 

• 협력대상: 5개국 정부 또는 전문기관 

• 협력기관: 유네스코북경사무소, 몽골 문화부 

• 사업내용 

- 동북아시아 무형유산 보호 협력회의 개최 (무형유산 기록) 
- 남복한 무형유산 현황 파악 및 대표간 면담 

• 사업성과 
- 둥북아시아 내 무형유산 지역협력체 구성 및 공둥협력 합의 
- 남북한 무형유산 소통 채널 

• 향후 계획 

- 2015 동북아시아 협력사업 발굴 회의 개최 
- 2016 협 력사업 수행 

• 기타: 북한 대표 창여를 위해 2년간 노력 

Traditional 
Knowledge 
and 

':_.om 

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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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무형유산보호 국제협력 사례 2 

3.2 몽골 무형유산보호 재도 구축 [양자간] 

• 목 적 : 몽골무형유산보호제도구측지원 

• 사업기간 : 2009-2010 (2 년간) 

• 협력기관 : 유네스코몽골위원회, 몽골문화연구협회, 몽골문화유산센터,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몽골문화예술위원회 

• 진행경과 : 

- 몽골 무형유산 현지조사 및 보유자 발굴, 록록작성 지원('09) 

- 무형유산 보호 심포지엄 및 인간문화재 제도 이행 워크숍 개최 ('09) 

- 몽골 무형유산 가이드북 발간(영, 몽골어) 및 출판기념회(10.12) 

• 사업성과 

- 뭉골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 

(유네스코 대표목록 12개 종목 등재- 국가별 순위 7위) 

- 몽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후속사업 

- 몽골 구전전통음악자료 복원 및 오디오 선집 발간(2011-2012) 

- 몽골 무형유산 영상기륵(나담 측제, 2013), 몽골 국영방송 MN2 참여 

무형유산현지조사 실시 

몽골무형유산가이드북 

3. 1 무형유산보호 국제협력 사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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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국재협력의 특징 

• 국제기구 유네스코 브랜드 사용 [다자간 또는 양자간 국재협력에 대만 거부감 저아] 

• 접근방식: 선 신뢰구축, 후 사업수행 [신뢰와 수요자 요구 증심 접근] 

• 사업대상: 사업수행의 책임파 역량 있는 기란 선정 1문와부 또는 국가지정 전문기판) 

• 사업방식: 회원국 직접사업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증심 [쌍방향 교류. 공동 협력) 

• 사업기간: 다자간: 장기13-5년)， 양자간: 단기11-2년 1 사업 병행 

• 협력기관: 다양한 협력기관 [국재기구, 지역기구1 포합 

• 사업성격: 센터 목적파 기능에 증실한 사업 선정 [국내외 정지적 사업 가급적 배제1 

센터 국재염력의 평가 

• 아태지역 무형유산 이매관계자 설문조사1200명 대상 86명 답변) 실시 I '14.12-' 15.11 

- 아버지역 UI 똥 센터의 필요 여부[궁정적: 94.2%/ 매우 필요: 80.2%, 필요:14%1 

- 동 센터 지원의 필요 여부 [궁정적: 82.5%/ 매우 필요:70.9%， 필요 11.6%) 

• 2003 협약 정부간위원회(파리, ‘14.111에서, 센터 활동에 대안 공식 감사발언 

- 외원국 [카자흐스탄), 유네스코 NGO 대표들 



4. 

5. 

I Lessons from the past | 

• 사업 대상국가(틀] 정부 또는 기판과의 긴밀면 정보공유, 상호 이매와 배려, 존중을 통만 

신뢰구축이제알 증요 

• 사업 선정시, 수요자 요구 파악과 공급자의 강점 또는 역량있는 부분파 결합 필요 

• 국제사업(장기간 애외에서 진행) 성파에 대만 국내 홍보 맞 OIOH 활동 필요(주무부서] 
• 연도별 예산 집맹에 따른 사업성과의 정량적 평가 제계 마련 필요 (국외, 기릭재정부] 

• 국제협력 사업의 타기관 증복 빼제, 자별성 부각, 사업주제 선점 필요 

• 다자간 사업의 경우, 국재기구, 지역기구와의 연대 맞 협력 증요 

국제협력사업에서 

언어, 문화적 자01 극복보다 존중과 배려, 공유, 진실만 마음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 

파트너쉽파 협력을 위한 재언 

• 사업 대상국가[들]의 혼란 방지를 위만 분야별 접근 장구 단순화 

• 사업 주제간 공통의 관심사 파악 맞 공유 

• 사업 파트너간 유기적 정보공유, 상호 존증과 이매에 대한 버도 

• 각 파트너별 장점(특와된 분야에서 정보, 기술, 재원, 네트워크 등1 보유를 통OH 협력 

시너지 발생 기호 

발표 4_ 아태지역 무형유산보호 국제협력 I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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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ail) ~ 

Tel) +82-63-230-9720 



[ 발표 5 >

디지털 문화유산 ODA 사업 
- 베트남 HUE 프로젝트로부터의 시사점 -

안재홍 |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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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 털문화유산 ODA 사업 
베트남 HUE 프로젝트로부터의 시사점 

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민간분야의문화유산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 

• KAIST문화기술대학원 

모가 -,又

1 . 사업개요 

2. 사업 배경 

3. 현지답당기관 

4 수행과겅 

5. 결과 

6. 의의 

7. 시사겅 및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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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문화유산개도국협력전략세미나 瓜 유네스코인국위원외 - . -` 、 ,‘""" ‘*.U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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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기간 

수행기관 

대상 

사업비 

베트남후에 황성 디지털화프로젝트 
Digital Reconstruction of Hue Imperial City 

2007.7 - 2007.12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내트남후에 황성(皇域) 

115,000,000 

사업개요 。O터 
f

」
부
 

할
 
화
E

―
 

젝
 

로
 

문
 

털
므
 

E u 入디
H
 

남
 

E— 버
 

사업명 

사업기간 

수행기관 

대상 

사업비 

베트남후에 호권 입제영상제작프로젝트 
Digital Reconstruction of Ho Quyen 

2008.9 — 2008.12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베트남후에 호권(宁圈) 

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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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후에 황성 디 지 털화 (2 007) 

• 베트남과의 문화유산 관련 지속적 교류 바탕 

• 베트남후에문화유산복원과보존에디지털기술로기여 

• HMCC (Hue Monuments Conservation Centre)와의 긴밀한 협력 

사업배경 。O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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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후에 호권 입체영상제작 (2008) 

• 황성디지털화사업완료후후속사업수행 

• HMCC 측의요청에따라호권율대상으로선정 
• 코끼리와 호랑이의 싸움이 벌어졌던 원형경기장 

• 호권 보존 사업 계획에 앞서 호권에 대한 홍보 필요 

• 호권에 얽힌 얘기와 경기 재현 등을 담은 입체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발표 5_ 디지털 문화유산 ODA 사업 I 12s 



Hue의세계문화유산 

• Hue 
• 통일 베트남의 수도 (1802 - 1945) 

• Nguyen 왕조시대 정치 문회 총교의 층심지 

• Complex of Hue Monuments 

• 199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 \ : \ 
Complex o f H먀 Mon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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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 tade l 

2. lmpedal City 

3. LongAh Pa lace 

4 . lmpe,ial Univrnity 

5. lmpecial Ca na l 

6. Tomb o f Empem, Gia Lo ng 

7. To mb of Em pem, Minh Ma ng 

8. To mb o f Em pem, Thieu Tei 

9. Tomb of Empe,o, Tu Due 

10. TombofEm pem, Dong Kha nh 

11. To mb of Empem, Due Due 

12. To mb of Empe m , Kha i Dinh 

13. Na m Giao Esplande 

14. Thien Mu Temple 

15. Temple o f li te『atu 『e

16. lmpeda l A,ena 

17. Hue Na m Tem ple 

" '. / ... 

`— 

,. 
• 

IO 

-- " 

유네스코문화유산개도국협력전략세미나 血 유네스코만국위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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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문화유산개도국협력전략세미나 瓜 유네스코인국위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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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e Monuments Conservation Center 베트남鬪쨩問뿜업~• 

• HMCC (Hue Monuments Conservation Center) 

• 1982.6.10 설립 

• 다음의 관리 하에 있음 
• Thua Thien-Hu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UNESCO의 자문 

• 12 개부서/직원 700여명 

• www.hueworldheritage.org.vn / www.huedisan.com.vn 

Hue Monuments Conservation Center 베트남삽擇二할지. 
EMULATING 
COMMITTEE 

VICE-0IRECTOR 
(PROJECT & INFRASTRUCTURE 

MANAGEMENT) 

유네스코문화유산개도국협력전략세미나 

DIRECTOR 

VICE-0IRECTOR 
(HISTORICAL RESEARCH 

MANAGEMENT) 

SCIENCE 
COUCIL 

VICE DIRECTOR 
!FINANCE & PLANNING) 

瓜 유네스코인국위원외 
一-••• 、 ' ‘`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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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e Monuments Conservation Center 베트남鬪쨩問뿜업~• 

국제협력사업 

• HMCC와 국제기관과의 협력 관계 관리 

• 건조물복원, 궁중음악교류, 관련 기술등 

• 국제 워크샵, 학회 개최 

• HMCC 템사이트 운영 

유네스코문화유산개도국협력전략세미나 血 유네스코만국위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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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목표 
• 한국의 침난 |T 기술과 CT를통해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보존과 활용에 이바지 

• 이를 통해 해당국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한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림 

• 자체목표 
• 3차원 스캐닝에 의한 해외 문화유산 기록 

• 교육기관으로서의 기여 방안 검토 

• 네크워크구축으로지속적인교류 

유네스코문화유산개도국협력전략세미나 瓜 유네스코인국위원외 - . -` 、 ,‘""" ‘*.U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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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후에 황성 디 지 털화 (2 007) 

• 베트남현지 작업 
• 고층관련 자문과자료수집 

• 3차원스켄 태화전 및유물 

• 사진 및동영상촬영 

• 현지 성우 내레이션 

• 국내작업 
• 컴퓨터 그래픽 

• 영상편집 

• 내레이션, 음향, 음악 등 후반작업 

유네스코문화유산개도국협력전략세미나 血 유네스코만국위원외 
, .. ~ 11 ·`富`－ CO 

수행과정 。O터 
f

」
부
 

할
 
화
E

―
 

젝
 

로
 

문
 

털
므
 

E u 入디
H
 

남
 

E— 버
 

베트남후에 황성 디지털화 (2007) 

유네스코문화유산개도국협력전략세미나 瓜 유네스코인국위원외 
一-••• 、 ' ‘`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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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후에 호권 입체영상제작 (2008) 

• 베트남현지 작업 
• 고층관련 자문과자료수집 

• 3차원스켄호권 

• 입체 영상 촬영: 현지 배우 섭외, 일부 대형 장비 대여 

• 현지 성우 내레이션 

• 국내작업 
컴퓨터그래픽 

• 영상편집 

• 내레이션, 음향, 음악 등 후반작업 

유네스코문화유산개도국협력전략세미나 血 유네스코만국위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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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후에 호권 입체영상제작 (2008) 

유네스코문화유산개도국협력전략세미나 瓜 유네스코인국위원외 
一-••• 、 ' ‘`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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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digital technology helps 
preserve Hue's cultural heritage 

Thekxoa 
Monunu),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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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institute makes 3D film on Hue's 
relic site 

WO 印寧dkx타소.리E겁 1函tute 아 Sdec<eand T一tKAISTI 아 May3t 
handedG’'0fiImothe氏야yen 떠k 되e"the@m타 ’m函ialcity 여 H댜 1olheotys 

"akm函m》. The tO·m~te film """""' ... m아"~ ,oy•l•-wl函냐타-
ak¢mnt Rgh"W命 Smg nmea따cn4 아 me 쟈•m3 me mo"“기아야 
riw&lded댜ledtolheGodandthe&따 """"'1heN9마타 QmastytE-1n9 &mGi 

Hfm 0~dthe R아(Cult다e0m"'hWem타n 학0haUoftheRol(CultumH 

GalAmqtmal hekr the llvca JI" - lh:m··t.a3`서1h kx할madV라rgj 

,_.,v.;u be 빽Ul bvmbam ln mlori떠 the to,t p<edou, heri냐oe< on "" 
OC요m》 the 도m:마,g V1M Elecb 니 ,c eomp갈' """"'"led the Hoe ’효효.라느- omm, "1h 

a 핵 어”]U1mm짜 """"""' a TV LEO JD C8o0055, a "'따작 ,0 re. a home lheam, 

익"mand ”’'구e~ lomb따-O<\IOYthefilm.Them<Me, madef= Feb"떠 
>000 ... IRead =•-l 

지 역방송뉴스 HMCC 잡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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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사업수행기간중기술교육시행 
• HMCC 직원 대상 

• 3차원 스캐닝 기술의 개념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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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년 사업 이후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지원과 교류 지속 

• KAIST 문회기술대학원 초청연구원 기호| 제공 
• 2 명 / 6개월 간의 교육 

• 대학원 강의, 프로젝트 참가 

• 디지털문화유산관련 기술교육 

• 디지털문화유산프로젝트참가 

• 숙박,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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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후에 황성 디지털화 (2007) 

「 Digital Reconstruction of Hue Imperial City」

• 10분 정도의 Full HD 영상 

• 현재 많은 부분 훼손 멸실된 황성 과거의 모습 재현 

• 베트남어 내레이션 / 영어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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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후에 황성 디지털화 (2007) 

• 기타산출물 
• 스캔데이터 

•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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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후에 황성 디지털화 (2007) 

• 태화전 내 상영시스템 설치 
• 대형TV, Blu-ray 플레이어, 스피커 

• (주)삼성전자의 협찬 

• 방문객 대상으로상영 

• 프로젝트 관련 카탈로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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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후에 호권 입체영상제작 (2008) 

「虎圈 Ho Quyen」
• 10분 정도의 Full HD 입체 영상 

• 호권의 의미, 역사와 재현 

• 실사와 CG 입체 영상으로 편집 

• 전문가의 베트남어 내레이션 / 영어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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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후에 호권 입체영상제작 (2008) 

• 태화전 내 입지영상상영시스템 설치 
• 입체TV, 입체안경 (Shutter glass type), Blu-ray 플레이어, 스피커 

• (주)삼성전자의 협찬 

• 방문객 대상으로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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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문화유산개도국협력전략세미나 

Thai Hoa Palace 
This palace (Palace of Supreme Harmony; 
1803) is a spacious hall with an ornate 
timber roof supported by 80 carved and 
lacquered columns. It was used for the em
peror's official recept ions and important cer
emonies. On state occasions the emperor sat 
on his elevated throne, facing visitors ent er
ing 쩌a the Ngo Mon Gate. 

Be sure to take in the impress ive audio
visual display here, which gives an excellent 
overview of the entire Citadel, its architec
ture and the historical context. 

유네스코문화유산개도국협력전략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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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지원 하에 베트남 대표 문화유산의 디지털 보촌 

• 문화유산가치 증대에 기여 

• 내·외국인에 대한 효과적 홍보 

• 디지털 모델의 다양한활용성 (전시, 교육 자료, 홍보 등) 

• 작업과정 참여를 통해 기술 및 노하우 전수 

• 네트워크확보로추후 인적 학몬적 교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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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의선정 
대상국가와문회유산의 선징 과정에서 현황파악, 기술적 적합성 등 다각도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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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및이슈 

• 시각적 표현 중심의 영상 기반 디지털재건 우|주 

• 일방직 영상 형식의 디지털재건 외에도 다양한 응용방안 고려 

• 대상과 현지 상황에 적합한 표현 및 체험 기술 

• 구현 과정에서의 중간산출물,부가적 결과물의 현지에서의 추후활용 가능성 

• 참여와교육을통한기술전달 

• 디지털보존의문제: 보존의 주체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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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재건 (Digital reconstruction) 

• 디지털재건에 있어서의 역사적 유효성에 대한 책임 

• 고층과 내용기획에 대해 현지 기관(혹은 담당자)과 수행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 

• 관련 연구 자원, 수행 과정에 대한 검증과 기록 
• 사실적인 비츄얼의 구현에 우선하여야 항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reconstructions today can be digital as well as 
physical, ... both physical and digital reconstructions raise serious questions 
of historica/va/idityas both can produce powerfully persuasive images for 
educational and interpretive use. 

- ICO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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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록 (Digital Documentation) 

• 국내의 뛰어난 3차원 스캐닝 기반 디지털 기록 기술 

• 기술이전및확장 
• 스캔데이터 기반 도면제작 기술 
• 사진측량(Photogrammetry) 기술 

• 발굴, 복원, 보존 작업 과정에서의 3차원 기록 

• 호”교서 EOO 

• 도면 
• 분석 데이터 도출 
• 표준 포맷의 3차원 모델 제작 
• 관광홍보활용방안 

보존 
• 상호보존 

• 국내기록화데이터와함께보존 

유네스코문화유산개도국협력전략세미나 瓜 유네스코인국위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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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문화유산 ODA 

BYOD: Bring Your Own Device 

• 대상국 문화유산의 홍보와 이해 증진으로 가치를 높임 

• 관광객으| 스마트 모바일기기(스마트폰, 타붐렛)로 서비스 

QR코드, NFC 등에 의한 우1 치기반서비스 

• 인터랙티브콘텐츠 기반의 체험형 서비스 

• 키오스크형태의 현지 설치형 기기와의 연계 

• Web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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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DDEUS MOS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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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과매체의선택과구현 
• 대상, 기술, 초|총섣출물, 활용방안을 초기에 포괄적으로 고텨 

• 적용 가능한 기술고[ 매체를 다각도로 검토 

• 발주기관, 수행기관, 대상지역 담당기관과으仁지속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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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른 1 >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국재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및 협력체재 구축방안 

김 숙 진 | 건국대 지리학과 · 대학원 세계유산학과 교수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992년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 

념이 기존의 세 영역인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넘어서 최근에는 문화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는 

문화가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결 

과이다. 즉 문화는 한 사회의 고유한 발전 방향과 경로를 결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문화에 대한 관심은 기존의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이루어진 선진국의 일방적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형식의 공적개발원조의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고 시도해 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문화와 국재개발협력에 대한 다양 

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조발제에서 이미 심도 있게 다루어겼으므로, 본 토론은 오늘 세미나의 주 

제인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및 협력체제 구축 방안’에 대하여 현재 

의 사업 현황에 비추어 큰 틀에서 두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전체적인 구조와 관련된 제안이다. 오늘 다섯 개 

의 발표를 들어보면, 다양한 기관들이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다각도로 발굴, 선정, 추진해 

수여국에서도 만족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사업 시행 고屋!에 있어서도 수여국 주민의 문화 

적 다양성과 자긍심을 존중하는 범분야 관점의 문화 ODA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공여국 중심의 일방적 공적개발원조오七곤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며, 타 공여국들의 문화유산 

ODA로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본 

다면 각각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복잡한 국 

제개발협력 구조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기획재정부-외교부, 또는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구조는 각 국재개발협력 사업의 효율 

성과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으로 국한된 오늘 발표에서도 지적되었듯 

이 사업의 중복성이 큰 문재점 중에 하나일 것이다. 현재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나뉘어 있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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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ODA의 사업기관이 통합되어 원조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비용 효율성 제고, 중복사업 방 

지, 유사사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휘, 정보공유를 통한 집행능력 및 전문성 향상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원조의 모델로 삼은 일본의 경우도 이미 2008년 New JICA 

(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로 일원호壇 이루어 재탄생해 무상, 유상원조 

를 일원화하여 총괄관리하고 있음은 현재 우리나라의 다원화된 구조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대목 

이댜 총괄관리 기관의 부재는 다수의 민·관 기관이 아무리 긴밀한 관계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중복 사업의 가능성, 일관성 부족 및 사업의 연계성,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할 수밖에 

없댜 오늘 발표의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 사업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아태무형유산센터를 제외 

하고는 각 기관별 뚜렷한 사업 유형의 특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여러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각 

각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발표 3의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사례에서도 사업 자체 

는 내실 있게 이루어겼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문화재청, KOICA, 외교부, 각 사업 수행기관 들의 

협업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효율적이 

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일원화된 구조가 절실 

히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는,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된 것이다. 문화유산과 관련한 ODA 사업 

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이란 

수여국의 전반적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적개발원조의 공여국의 ‘사업’으 

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이 아닌 원조 수여국, 또는 협력의 대상으로서의 상대국가에 대한 이해가 우 

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 ODA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이 범분야 관점이라는 개념으로 많 

이 부각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국제개발협력의 실행에 있어서는 문화 ODA의 사업 유형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해당하는 적합한 사업을 여러 개발도상국들에서 발굴하기에 급급하다. 이렇게 

사업에 치중한 사업 유형의 분류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류에 의해 지역연구가 선행되고, 현 

지인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수여국의 니즈를 반영한 bottom-up 사업 발굴이 가능 

해지며, 해당 지역에 특화된 발전 방향에 도움이 되는 연관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협력체제 

형성 또한 용이해질 것이다. 지역 연구란 그 지역에 대한 문화와 역사 이해, 지형, 기후, 경제, 사 

회 제반 여건 파악을 일컫는다. 이러한 상대국의 지역연구에 더해 우리나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노력들도 필요하다. 쌍방향의 문화, 역사, 경제, 자연환경에 대한 지식교류에 의한 상호이해 

증진 이후에는, 구체적인 문화유산 현황파악, 문화유산 조사, 사업현지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도움이 필요한 특정 문화유산의 복원과 관리, 기후변화에 의한 문화유산의 훼 

손을 막기 위한 보존, 관리 방안 구축, 세계유산 등재 노하우 전수, 지역사회 교육을 통한 문화유 

산의 보호와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지역주민 역량강화)와 같은 개별 사업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이미 이루어진 지역연구에 기반 하여 그 지역의 특별한 문화, 경제, 사회 맥락에 적합한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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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관련 사업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공적개발원조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기관이 

지역별로 지역전문가를 양성하여 기초조사를 하고, 단계별로 지역에 맞는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여러 민·관 단체를 적절히 투입하여 상대국과의 협력체제를 이루어 실행한 

다면, 온전한 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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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른 2 >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국재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및 협력체재 구축방안 

김 태 균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개도국 문화유산 협력사업과 한국의 고유 문화유산 보호와 연계 가능성 

“조선인이 강제 징용됐던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재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마지막까지 등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31 일 정례브리핑에서 "6월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만큼 

한국의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21 개국으로 구성돼 있 

다” (동아일보 2015. 4. 1 ) 

- 과거 일본이 저지른 역사적 과오와 이에 연관된 문화유산 활동을 찾아내고 복원하고 차후 일 

본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문화유산 협력사업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 

- 2차 대전과 식민지 기간 동안의 일제 문화유산 정책을 보편적으로 구 식민지 국가들의 문화정 

책으로 일반화하여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연계하고 동남아와 아시아에 퍼져 있는 구 식민지 

지역의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사업 발굴 필요 

• 국재기구 이외에 개도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단위 원조기관과 현지 학계와의 연계 증요 

- 발표된 사업 사례들은 대부분 국재기구와의 연대 및 네트워크의 중요성에만 국한된 느낌이 강함 

- 각 원조기관 간의 정책적 조율이 없이 각 문화재 유산 보존 지역을 임의로 설정하거나 상호 

경쟁적으로 유치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고유 유산을 정치한 기획이 아닌 상호 다른 정책과 기 

술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간의 연계 및 체계성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 문화재 보전 관련 학계 인사들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장기적인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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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관련 기관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과 문화재 관련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enabling 

environment 조성 중요 

- 국내외 관련 기관 간의 정책적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장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사업이 종료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대상국이 문화재 관리를 효고區!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 프로고램이 실시되어야 함. 

• 분야별 접근 창구 단일화 등 국내 재도적 차원의 통일성과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 

• Post-2015 개발의재와 문화재 유산 보호 사업과의 접목 지점을 찾아내서 향후 문화재 개발 

ODA가 개발의재 중 주류화 타진 

• ODA 선진화방안과 중점협력국에서 정책적으로 포함하지 못하는 사업분야로서 문화재 및 유산 

보호 사업이 자리매김할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로 재도화 

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사업 고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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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른 3 >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국재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및 협력체재 구축방안 

손 혁 상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이태주 교수는 기조 발제문을 통해 문화개발협력이 가지는 통합적이고 범분야적 성격과 문화 발전 

과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의 규범적 접근을 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가 경제, 사회, 환경과 더 

불어 지속가능발전의 네 번째 축이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수원국, 즉 파트너국가의 지역 주민이나 혹은 정책결정자가 그들의 문화개 

발협력 과정과 성과에서 주목해야 할 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여국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다양한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프레임워크가 이미 수립되어 있 

지만, 규범과 기준원칙 이외에도 공여국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다른 요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 

니다.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동기는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 확보를 우선시 하는 현실주의적 시 

각에서부터 개도국 빈곤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인도주의적 정신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나 이상주 

의, 또는 지구적 공공재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상호이익론의 입장까지 매우 다양하고, 어는 특 

정 동기보다는 시기와 사안에 따라 하나의 또는 둘이상의 복합적 동기가 작용한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문화재청, 문화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문화개발협력 관련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화 ODA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개도국 주민의 삶의 의미, 유대감, 자긍심, 고유 

문화의 존중 등에 초점을 맞춘 포용적 개발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문호넨} 전 

파를 하여 한국에 대한 친화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전략적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드러나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합의된 논의보다는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감서과 자긍심, 고유문화를 존중하는 가치규범 중심의 문화인지 ODA와 문화 및 레크레이 

션 분야에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거나 여술, 스포츠, 미디어, 문화유산 보호등에 분야에서 역량강 

화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문화분야 ODA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이 자리에서는 현 시점에서 문화 ODA의 발전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제언으로 두 가지 화두를 던지려고 합니다. 

첫째, 문화 ODA는 공공외교와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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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속가능하게 확보하기 위해 

서는 설득력 있는 사업의 당위성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공공외교는 디즈니 월드나, 헐리우드 영화 

를 통해 개도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시장전략이 다른 국가에서 잘 먹히도록 활용되었습 

니다. 미국 문화를 쉽게 접해서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공공외교의 

접근으로는 문화의 가치 체계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과 수평적 관계 

에 기반을 둔 접근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공외교의 방법에는 듣기, 옹호, 문화외교, 교류외교, 국제 

방송 등이 있지만 이들 중에 큰 꼭지로는 문화외교를 들 수 있습니다. 문화외교 내에서도 문화 산 

업, 창업, 전통 지식 보존, 문화유산 보존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 

가의 대외전략의 3대기조에 포함되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다른 공공외교 정책보다 문화외교, 특 

히 문화유산 보존 등의 사업이 공공외교의 역할과 기능을 더 잘 지속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보인 

다면 이 분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재원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외교 측면에서 국민의 세금인 ODA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대외전략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파트너십입니다. 앞서 나온 삼성전자와의 협력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최근 

에는 기업에서 CSR, CSV에 큰 관심을 가지고 ODA분야에 협력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사업은 개발의 수요와 기업의 가치사슬이 맞물려 함께 win-win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 프 

로그램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는 캄보디아 가로등 사업과 학교 건립 사업을 하 

고 있는네, 이와 같이 문화 보존의 ODA 사업을 PPP 사업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면 문화 ODA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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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국재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및 협력체재 구축방안 

정 연 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창의교육지원본부장 

지금까지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한계를 드러 

내는 가운데 최근 그 보완책으로서 ‘문화와 발전’ 어젠다 및 ‘지속가능발전’ 담론에 근거한 ‘문화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이 논의되고 있다. 문화부처는 문화 ODA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 

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문화지향적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을 원조국의 단순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사회, 

환경 그리고 문호固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국제개발협력의 결과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과정에 수원국의 사회적, 환경 

적, 문호園 맥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스스로 개발과 유지관리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갖고 참여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발과 관리의 결과가 지역의 사회 

적, 환경적, 문호園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며 그 혜택이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 

상시키며 해당 국가의 사회정의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이 진정 ‘문화 분야'의 개발협력이라는 명제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이 그 자체의 당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구 

호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국 

제개발협력 방안에 대하여 토론자로서 잘 정립된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해당 분야의 연구가 일천함 

을 반성하면서 소속 기관에서 추진 중인 문화예술교육 ODA의 경험으로부터 E梧; 두 가지 시사점 

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문회유산 국지pH발협력의 키우上Z ‘문회대응적 접근(a』lturally responsive approach)' 

하나의 문화유산은 인류의 삶과 문호넨} 총체적으로 현시한 역사적 결과물이자 보편적 가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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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것으로 이해되며 고것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은 과거를 통해 현재 우리 인류의 존엄을 확인하 

고 지켜나가는 것에 준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개도국의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에 동참하는 것은 

범지구적 차원에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도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개도국의 문화유산 복원과 보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복원과 보 

존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역량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아 

끼지 말아야 한다. 

고러나 문화유산이 단지 재원과 기술을 투입해야 할 대상에 머물고 고 추진방식이 문화대응적 

접근이 아니라면 이는 기존의 경제발전 위주의 공적개발원조와 E層} 바 없다. 마치 수원국에 필요 

시설로서 병원을 짓고, 장비를 투입하고, 병원을 유지 관리할 전문인력의 훈련을 제공하는 것처럼 

공여국의 재원과 우월한 기술을 수원국에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이 기존의 공적개발원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일조하고 재평가받기 위해서는 문 

화대응적 접근이 요구된다. 

문화예술교육 ODA:「예술이 싹트는 □~」프로젝트(2013~2017)에서는 문화대응적 접근을 통해 

프로젝트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현지 협력기관인 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와 교 

육청 그리고 사범대학 관계자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술이 싹트는 □~」 프로젝트는 단순히 ‘너희를 

위해 우리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한국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배태된 사회적 배경과 현재 교육혁신을 꽤하는 베트남의 사회적 맥락간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였 

다. 그 결과 예비교사 및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 사범대학의 교수진들이 대거 참관하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프로그램 참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학 

과 학생들의 소수민족과 그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 내 24개 소수민족 가정을 

대상으로 한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그리고 이에 교육진흥원이 동참해 주기를 제안하여 

왔다. 

2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국재개발협력의 전략: ‘지역중심의 포괄적 파트너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ODA 경험으로부터 ‘지역중심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지 

속가능한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 방안으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예술이 싹트는 □~」프로젝트 

(2013~2017)는 대상 지역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의 파트너십 

전략을 채택하였다. 2013년 프로젝트 착수 당시 코이카는 베트남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 

(2014~2017)을 기획 중이었다. 그 주요 내용에는 지역개발, 교육 접근성 확대, 보건 접근성 구 

축, 지역 거버넌스 강화, 인력 파견 등을 포함한 현지 밀착형 통합형 원조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 

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부처, 기업, NGO, 대학 등의 참여를 통한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교육진흥원은 이에 착안하여 전략적으로 대상지역을 선택하였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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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의 라오까이 행복프로고램은 가시적인 성고博} 입증해 보이기는 시기상조이지만 정부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이 해당 계획을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술이 싹트는 □~ 프로젝트에 대한 긍 

정적인 반응을 높여 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만약 KOICA의 계획이 활기를 띠게 된다면 교육 

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ODA 「예술이 싹트는 □~출」프로젝트는 더불어 크게 시너지 효고頃}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오늘 발제를 통해 소개된 유관 기관의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고 밖의 다양한 프로젝트 간 포괄적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경우를 상정해 

보자. 당연히 복원 및 보존해야 할 현지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현지 교육자 및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기획하게 될 것이다. 해당 프로고램에 참여한 지역의 리더와 

주민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 차원에서 문화와 문화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체득하고 

문화적 참여와 실천의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문호梧!야 국제개발협력의 본 

질적 가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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