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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해 
개발원조가 나아가야 할 길 

한경구 |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장 

1.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문화를 조점으로 해야 했는데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이러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문화 

인류학자로서 크게 환영하며 감사드리는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논의가 보다 일찍 전개되었었더라면, 또한 국제개발협력에서 

문화의 역할의 중요성이 보다 일찍 강조되고 실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더 

라면, 오늘날 한국의 ODA는 얼마나 멋있고 세련되고 또한 효과적인 것이 

되었을까 상상해 본다. 

기조발표 요청을 얻떨결에 수락한 후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며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고민을 했다. 그러다가 도달한 결론은 개도국에 대한 국제개 

발협력은 경제성장과 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했었 

다는 것이었다.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세계평화라는 점을 상기한 

다면 그 수단으로 문화를 강조하면서 문화 ODA 또는 문화유산 ODA를 제 

안하는 것은 유네스코로서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세미나는 비록 때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제개발협력은 경제적인 것을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 피해국의 재건을 지원하는 마셜플랜은 국제개발협력의 

본격적인 시작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성공 사례이기도 하다. 이후 냉전이 시 

작되면서 신생독립국에 대한 원조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경제성장이 주요 목 

표로 등장했으며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기도 했으나 현 

- 10 -



실적으로 원조를 받아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성공한 국가의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경제성장과 발전, 빈곤의 퇴치와 실업의 감소 등을 목표로 하는 공적 원 

조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계속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등 

장하고 많은 단체와 활동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발전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은 한편으로는 프로그램 설계의 문제, 개발행정 담 

당자, 원조단체나 참가자들의 현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역량 부족 등 때 

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개도국의 경제성장이나 발전 

문제가 국지적인 수준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나 사회적 또는 국제적 시스템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도국의 주민들이나 개발행정 담당자, 원조단체의 활동가들로서는 통제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나 거대한 힘들의 작용 때문이기도 하 

다. 

그러나 상당수 선진국의 학자들이나 원조단체들, 그리고 이들의 관점을 

내면화한 개도국의 정치가와 관료와 학자들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거나 발전 

이 뒤처지는 이유를 개도국 주민들의 태도나 인성, 전통과 문화 등에서 찾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근면이나 자립, 협동이나 신뢰 등 도덕적 함의를 갖 

는 덕목의 부족이나 태도의 문제를 경제성장과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 설명 

한다면 이는 빈곤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주민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고도경제성장에 성공한 한국은 특히 이러한 종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새마을 정신을 가르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 

음은 자칫하면 개도국 주민들에게 단순한 좌절감을 넘어 도덕적 자책을 강 

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개도국 주민들의 태도나 가치관, 즉 문화가 문제가 된다면 국제개 

발협력은 무엇보다도 문화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경제성장과 

발전에 주력했던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한다. 사회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상 

황에서 산업화사회의 구성원들의 행동을 기대한다거나 불안과 의심이 팽배 

하고 착취와 억압이 우려되며 비호관계와 파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마셜플랜이 

란 이미 산업화되고 경제성장을 경험했던 사회가 전쟁의 참화로 피폐하게 

된 상황에서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아직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경험하지 않 

은 지역에서는 원조의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마셜플랜의 성공은 잘못된 확신과 자신감을 낳았다고도 할 수 있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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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마셜플랜을 통해 제 1차 세계대전 후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서구의 공산화를 방지할 수 있었다. 과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유 

럽에서는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개도국에서도 원조를 통해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와 

성장과 발전에 대한 신념은 강력했으며 국제개발협력은 이후 다양한 이슈를 

추구했으나 경제성장은 여전히 가장 커다란 관심사였다. 

오늘의 세미나도 ‘국제개발협력은 경제발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문화도 중 

요하다’는 기본적 입장에서 출발했을 것이라 추측하면서 나는 감히 국제개발 

협력은 문화를 초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나아가 문화유산 관 

련 사업들은 특히 한국의 공직원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려 한다. 

2.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고민과 진로 모색 

국제개발협력은 국내에서 커다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이 1996년 

에 OECD에 가입하고 2009년에는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회원국이 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은 국가의 의교정책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이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도 나눔과 봉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해외 자원활동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다. 한 

비야의 저술 등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월드비전에 대한 후원이 크게 증 

가하기도 했다.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외봉사활동도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해외봉사활동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진학이나 취업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스펙 쌓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고 또한 봉사 및 모금 기 

관들의 구체적 활동의 내용이나 종교 문제, 임원의 이념적 성향 등을 둘러싸 

고 이런 저런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도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이 없었더라면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의 경험과 역 

사가 그리 길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이런 저런 논란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오랫동안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온 경험과 역 

사를 가진 선진국에서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비판과 논란과 반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과 논란과 미래의 방향과 개선책의 제시는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 

다. 

한국은 외형상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였으나 압축적 성 

장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급속도로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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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되고 있는 한편 남북통일예 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ODA 예산을 

증액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선진국처럼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최근까지 원조 수혜국이었다는 경험을 살려서 방법과 내용에 차별성 

을 가진 ‘한국적 ODA’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론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적 ODA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 

거나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발전’이란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주민의 의지와 열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예 한국의 모델이나 경험을 수출한다는 것이 장기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 

업이라도 현지의 맥락이나 현지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업의 연관효과나 장기적 함의에 대한 이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의 내용과 지역의 선정, 우선순위의 결정 등은 매우 미 

묘한 정치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은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한 예산이 증가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관료제와 의회민주주의의 운영에 따르는 

상당한 부작용과 문제에서 자유롭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국내 각 부처와 기관 간의 경쟁과 배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은 당연하며 주도권 다툼과 홍보의 문제 등도 당연히 발생한다. 전체적이며 

장기적인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지원이며 이를 통해 인류공동체에 기여하는 

가운데 국위를 선양하고 외교적 목표도 달성하는 것이지만 국지적이며 단기 

적인 목표는 해당 부처나 기관의 예산과 인력 증대로 이어지는 사업의 개발 

과 추진 및 홍보 효과 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희망이나 의지에 대한 배려는 순위가 밀릴 수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예 귀를 

기울이려 할 경우에도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나 권력관계 때문에 누구의 

목소리를 우선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언어 문제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열정에 넘치는 수많은 한국 대학생들의 해외봉사가 거의 대부분 단순노동과 

빈곤체험으로 끝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미국의 학생들은 영어를 가르 

치는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에게는 그러한 선택이 가 

능하지 않다. 초보적인 현지어를 습득하고 현지인의 도움과 영어의 사용을 

통해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등 Numeracy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 

으로 전개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훨씬 복잡하며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필 

요로 한다.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한국 국민들 모두가 문화국가의 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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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지적 능력과 문화적 자원을 발휘할 기회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문화부문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 

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노력도 주효하여 한국이 상당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 

또한 한국이 문화 관련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훌륭한 배경이 되리 수 있 

다. 문화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는 유네스코와 관련된 몇 가지에 국한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유네스코는 세계 평화를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최근 유네스코 한국위원 

회의 비전 선포에 관한 칼럼에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국민국가의 국가이익 

이 모든 도덕과 욕망위에 군림하는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오로지 

교육과 과학과 문화로 세계평화를 달성하겠다는 유네스코의 설립 자체가 터 

무니없이 용감하고도 아름다운 일이었다. 하기는 국민의 세금 가운데 일부를 

공적원조에 사용하여 빈곤을 되치하고 세계평화를 달성하겠다는 국제개발협 

력의 이상 또한 터무니없이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다. 

터무니없이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탄생한 유네스코는 물론 현실 정치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세계유산사업도 그렇고 유네스코가 자랑하는 사업 중 

의 하나인 무형문화유산사업도 그렇고 모두 국민국가의 긍지와 경쟁을 이용 

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어찌 보면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국가들 간에 경쟁이 없으면 유네스코 사업은 맥이 빠지게 된다. 무형 

문화유산 사업 같은 경우 2011년 정부 간 위원회석상에서 사무국장이 연간 

사무국이 처리할 수 있는 신청서의 최대 건수를 언급하면서 어려움을 토로 

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비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 

국가들 간의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평화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배치될 수 있다. 과열 경쟁이 사업의 취지를 자칫 

하면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몇몇 국가가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 

즉 등재 과정이 몇몇 국가들에 의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유네스코의 대부분의 사업에 공통된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 

국이 가까운 장래에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유네스코 관련 문화 관 

련 사업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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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세계기록유산 등재 작업 지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9년 이래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유 

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을 개최해왔다. 이 사업은 커다란 효과 

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를 모델로 하여 세 

계유산 등재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한다.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지원 사례가 많은 것도 아니며 한국이 

상당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미 경험도 축적되고 

커다란 성과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갇지 

만 그래도 욕심을 부리자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현행 워크숍 방식은 매우 효율적이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시각 

을 가지고 진행 방식을 개선했으면 한다. 현재의 방식은 전문가들을 중심으 

로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왕이면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여러 다른 효과를 

거두었으면 한다. 

첫째, 워크숍에 참가하는 인원을 조금 더 늘리고 준비 과정을 체계화함으 

로써 한국의 차세대 전문가들의 육성과 훈련, 그리고 개도국 전문가들의 육 

성과 훈련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대중적 확산에 보다 노 

력할 필요가 있다. 등재를 계기로 등재되는 기록유산의 역사와 내용만이 아 

니라 등재가 갖는 의미에 대한 대중적 확산이 필요하다. 해당 국가의 국민들 

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인류에게 이것이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는 

지 등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전달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훈련시 

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사업의 근본적인 목표와 취 

지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바로 그 때문에 기록유산사업과 국제이해교육의 연계가 중요하다. 

세계유산의 경우에는 국제이해교육과 관련한 노력이 상당히 발전했으나 기 

록유산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기록유산도 매우 훌륭한 국제이 

해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가미가제 대원 

의 편지 둥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한다는 소식은 기록유산의 의미의 

대중적 확산과 국제이해교육과의 연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3.2. 세계유산 등재 작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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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니 매우 

잘된 일이다. 이미 한국에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업 또한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 기대된다. 

한국이 세계유산 보존사업에 동참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전개 

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이나 예술품 등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사업은 이 

미 선진국들이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이러한 선 

진국들과 차별화되거나 월등한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한국이 독특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세계유산의 보존보 

다도 세계유산 등재 작업 지원이 아닐까 한다. 흔히 무형문화유산 개념은 문 

화에 대한 인류학적 개념을 폭넓게 도입함으로써 과거 서구 중심적이며 건 

축기념물 중심의 사고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다. 아주 거칠게 

표현하자면 세계유산의 등재와 이론화 작업은 선진국 또는 서구가 주도하고 

있고 무형문화유산은 비서구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제는 문화인류학적인 문화의 개념을 세계유산에 적용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작업은 어느 의미에서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다 

는 것은 무엇인가, 창조적 재능은 무엇이며 걸작은 무엇인가, 문화적으로 또 

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등과 관련된 물음을 문화인류 

학적인 시각에서 다시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과정이 될 것이 

다. 이는 고고학과 고미술사학과 보존과학을 넘어서는 질문들이며 유럽에 편 

중된 세계문화사의 이면을 살펴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국은 OECD국가들 가운데 이러한 작업을 주도하는데 가장 적합할 수도 

있다. 과거 문화국가로서의 자부심을 누리고 있었으나 근대국가 건설과정에 

서 식민지로 전락하는 고통을 겪었고 또한 근대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극 

심한 문화유산의 훼손과 이에 대한 평가 절하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도 근대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모와 고통을 겪었지만 한국만큼 심하 

게 무시 당하지 는 않았다. 

세계유산 가운데 문화유산은 주지하다시피 압도적 다수가 유럽과 중동에 

집 중되 어 있다. 최 근 <Why the West Rules for Now>의 저 자인 이 안 모리 

스처럼 세계를 생각한다면 대부분이 서양에 있는 것이다. 건물의 경우 중국 

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목조건물이 많으며 이러한 건물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자연적 또는 인공적 원인에 의해 피해를 많이 입으며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건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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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견해도 있다. 건물을 장기적으로 오래 오래 있을 것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조금 내구성이 강한 소모품처럼 간주하기 때문에 쉽게 짓는 방 

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근대 세계사를 유럽이 주도했다는 사실 때문 

에 세계유산에 포함된 문화유산은 압도적으로 유럽과 관련된 것들이 많으며 

개도국의 문화유산은 세계유산에 아직 등재되지 못한 것이 많다. 

한국은 개도국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작업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유 

산 등재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의 문화유산의 유 

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국은 상당한 논리를 개발했고 경험을 축 

적했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인 등재 지원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갇이 차세대 전문가의 육성과 

훈련, 세계유산의 의미의 대중적 확산, 국제이해교육을 통한 상호 이해와 평 

화 정착 등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자연유산의 경우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밀도, 식민지 수탈과 전 

쟁의 참화, 압축적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개발과 환경훼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느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문제점도 잘 알고 있는 동시에 자연유 

산의 가치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자연유산 등재 지원 

사업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3.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작업 지원 

한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경험이 풍부하다. 한국이 그 

동안 축적한 역량과 경험은 개도국의 대표목록 등재 작업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훌륭한 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개도국은 많지만 유네스 

코 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에 성공한 개도국은 그리 많지 않다. 등재를 위 

해서는 심사를 거쳐야 하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신청서 작성 작업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리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개도국의 경우에는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신청 

서 작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언어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신청서를 영어나 프랑 

스어로 작성하는 것은 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개도국의 경우 상당히 부담 

스러운 일이다. 오류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표현도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 

야 한다. 심사자들도 표현에 사용한 언어의 세련됨과 서투름에 좌우되기보다 

는 내용에 집중해야 할 것이지만, 일단 사용한 언어에 실수가 있거나 생경한 

표현이 많다면 내용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는 어려 

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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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시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영어와 프랑스어 때문에 어 

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행히 국내에 상당수의 외국어 능력과 함께 등 

재신청서 작성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다. 더구나 외국어로서 영 

어 등을 사용하여 등재신청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기 쉬운 현지의 미묘한 의미와 상징의 번역에 따르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가 고민한 

경험이 있다. 한국의 경험과 인적 역량은 이러한 의미에서 개도국의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외부의 시각에서 등재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현지인이기 때문에 또 

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빠지기 쉬운 함정으로서 일종의 자문화중심주의적 태 

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의 지역사회와 개인 

들, 애호가나 연구자들은 너무나 해당 무형유산에 친숙하고 또한 이를 사랑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독특한 담론을 발전시켜왔거나 연구를 축적해왔다. 

바로 그 때문에 현지 주민이나 전문가가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자칫하면 

이렇게 현지에서 발전시켜오거나 축적시켜온 담론이나 연구를 내용으로 담 

기 쉽다. 이러한 현지의 담론이나 연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표목록 등재신청은 기본적으로 해당 문화유산이 왜 대표목록예 

올라야 하는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등재신청서의 서술 

은 등재신청서를 읽고 평가하는 심사자들이 어느 정도 보편타당하다고 생각 

하고 있는 기준이나 가치와 해당 문화유산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이러한 문 

화유산을 대표목록으로 등재하는 것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사업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는가 등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즉, 단순히 자신들이 생각하 

기에 중요한 것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가 생각하기에도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등재신청서의 작성은 이렇게 본다면 일종의 문화의 경계를 넘어 소 

통을 하는 작업이며 한국은 이러한 소통의 능력과 경험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자신의 문화유산을 자신의 눈으로만 보 

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도 보는 것은 등재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사업과 무형문화유산사업이 추구하는 상호 

이해와 세계 평화의 달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개도국의 문화적 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그 동안 어느 정도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소통능력을 축적 

한 한국이 기여할 바가 있을 것이다. 

3.4. 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작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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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험은 아직 없으 

나 이 분야야말로 한국이 가장 중점을 두고 노력할 분야의 하나이다. 한국은 

과거 매 사냥의 공동등재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주로 

UAE가 주도했으며 한국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9년 11월 강릉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 

포럼에서 내가 강조한 바와 갇이 국경을 넘는 문화유산은 예외적이라기보다 

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다국가적 분포(다수의 공동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야말로 무형문화유산의 존재 방식의 근본적인 양 

태(樣態)의 하나이며 향후 무형문화유산 등재 제도가 주목해야할 방향이기도 

하다. 강릉 단오제 등재 과정에서 미묘한 국가 간 갈등과 긴장이 조장되는 

가운데 평화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작된 사업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낳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공동의 무형문화 

유산의 등재라는 접근 방식은 지역 내의 친선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웃 국가 

와의 관계 및 국가 내에서의 여러 공동체들의 관계 등에 대해 다시 성찰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 기대된다. 

강릉에서 열렸던 국제포럼은 매우 선진적인 "강릉 공동 무형문화유산 권 

고문"을 채택했다. 동 권고문은 무형문화유산은 영토의 경계를 넘어 사람들 

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며 영토적 경계가 문화의 경계가 될 수 없다는 데 대 

한 지역 차원 및 국제적 차원의 인식을 증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공동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지역 내 목록 작성을 위한 공동연구를 권장하였으며 

공동체 및 국가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문화요소에 대한 교육을 증진할 것도 

권장하였다. 특히 유네스코와 밀집히 협력해 다국간 공동 등재 준비 및 추진 

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것을 권장하면서 나아가 유네스코가 지 

방자치단체 및 비정부단체들의 무형문화유산 다국간 공동등재 노력을 권장 

하도록 요청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나 한국의 문화재청은 이러한 2009년 

11월의 강릉 권고문의 내용을 경청하지 않았던 것 같다. 2011년 발리에서 개 

최되었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에서는 국민국가들 간 

의 대표목록 등재 신청 폭주와 함께 사무국의 처리 능력 부족, 그리고 몇몇 

소수의 국가가 대표목록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심각한 문제로 논의되었다. 이후 대표목록의 등재 신청은 하나의 국가에 매 

년 1건으로 제한되었다. 

한국이 강릉 권고문에 따라 무형유산의 공동등재에 주목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했더라면 공동무형문화유산의 이론적인 연구에서는 물론 등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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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일은 일 

어나지 않았다. 2012년에야 겨우 공동등재를 위한 아이템 선정 작업이 시작 

되었고 당진의 줄다리기를 공동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2013년부터 본격화되 

었다. 

아직도 공동등재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의 면에서나 제도의 면에서나 미개 

척 분야이다. 문화인류학의 고전적인 이론도 구조기능주의 이후 한동안 문화 

의 공유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가 세계화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면서 다시 공유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도 협약 

또한 다국가 등재 (multinational submission)라는 개 념 으로 공동의 무형 문화 

유산 개념을 수용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은 하나의 국가 또는 

집단의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이 여러 국가에 걸쳐 존 

재하고 있는 상황을 다소 예외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보편적인 문명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근대에 들어와 서구의 제국주 

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국민국가주의를 발전시킨 동아시아에 

서 공동등재는 평화의 정착과 관련하여 각별한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지금 

이라도 공동등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개도국의 공동등재 작 

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동등재 작업의 지원 또한 전문가의 육성과 훈련, 대중적 확산, 

국제이해교육과의 연계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무형문 

화유산과 관련된 국내적 절차와 규정, 유네스코 협약 등 국제적 절차와 규정 

등의 제도적인 정비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이러한 공동등재 작업의 지원 

을 통해 한국은 문화유산의 이론적 논의를 선도하는 기회를 얻는 동시예 평 

화의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5. NGO 지원 및 네트워킹 

무형유산 등재 신청서를 심사하는 전문 기구 등의 NGO를 지원하고 네트 

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내 NGO의 조직적, 인적 역량이 강화되고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3.6. 국내외 연수 및 인적 교류 

국내외 연수 및 인적 교류도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대폭 확대와 함께 방 

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보다 local community와의 교류와 상호작용이 활성화 

되고 효과가 증대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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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와 발전의 문제 

한국이 노력을 해야 할 가장 큰 분야는 문화와 발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및 좋은 실천 사례의 발굴과 보급이다. 이는 대부분의 문화유산을 보유한 지 

역이 겪고 있는 절박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 

다. 

발전의 문제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 

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크게 우려되는 것이기도 하다. 세계유산은 관광산업 

의 관점에서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찍부터 소득의 증대나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대는 무형문화유산의 경우에도 나타 

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라는 로고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세와 진정성의 보증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러한 소득 증대나 발전 

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탈산업사회나 정보화 논의 

와 관련하여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존재하며 관광산업이라 

는 현대적 현상이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발전에 힘입어 이러한 기대를 

더욱 부풀리고 있다. 

세계유산이나 기록유산이나 무형유산의 등재가 난개발이나 훼손을 방지 

하고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된다면 그야말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 

러나 현실은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는 보호가 어려울 

정도로 관광객이 몰리거나 관광산업의 압력을 받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증대나 개발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 관광수입이 

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속에 필수적인 기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즉, 문화유산 

이 관광수입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와 발전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하고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두기도 하 

지만 또한 섣부른 기대와 거품도 많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소재한 지역들 

가운데 일부는 지속가능발전의 사례라 할 수 있으나 상당히 많은 지역의 경 

우 관광객들의 방문과 관광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의 생활은 

그리 윤택해지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삶은 급작스러운 변화를 겪고 공동체 

가 파괴되기도 한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공동체와 개인들 

은 모두 이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유 

산의 활용방안,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와 좋은 실천 사례의 

발굴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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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 문화유산 ODA 사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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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l] 

한국의 세계유산 
보존 지원 사업과 의의 

김광희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제교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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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계유산 보존 지원 사업과 의의 

김광희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국제교류팀장 

1. 서론 

문화는 우리가 직접 보거나 만져볼 수도 없고, 또 우주(宇宙) 안에 있는 

온갖 사물(事物)과 현상(現象)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실질적인 내용을 눈앞의 

언어기술로 전부 표현해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광의의 문화는 인류사 

회가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이룩한 물질적 창조와 정신적 창조 및 그 성과를 

아울러서 말한다.1) 현대사회에서 문화적 경쟁력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점차 

광의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의의 문화란 결국 우리 삶의 

방식이고 가치관이며 역사적으로 그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다.2) 오늘날에는 

이러한 넓은 인식의 문화현상들이 산업과도 결합되면서 부가가치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대되 

고 있다. 민족의 문화유산은 민족전통의 바탕 위에서 성립되며, 민족문화가 

장시간 안정적으로 발전하면 민족의 문화유산을 구성하게 된다. 문화유산은 

일정한 민족의 특색을 지니고 대대로 전승되어 오는 풍속·도덕·사상·관습 등 

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문화유산은 그 민족의 과거를 

형성시킨 가장 핵심적 요체이자 현재를 잉태한 근원이며, 나아가 미래를 준 

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것은 인류의 

미래 문화발전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정신적·물질적인 모든 문화양식을 계 

승·상속하는 의미를 가진다. 

1) 선정규, 『중국의 전통과 문화』 , （신서원, 2007), p.p. 13-14 참조. 
2) 최연구,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 （살림출판사, 2006),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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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 

며 , 한국 또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公的開發援助)를 통해 

세계유산 보존 지원사업의 첫발을 내디렸다. 

2. 각국의 세계유산 보존 지원 사업 

ODA는 각 나라의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 간 원조 및 개발협력을 진행한 

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대부분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3)를 중심 으로 국제 원조를 진 행 하고 있으나 정 부 차원 에 

서 문화유산 보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캄보 

디아 앙코르 유적 보존·복원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서 일본(JASA: 

Japanese Government Team for Safeguarding Angkor), 중국(CSA: Chinese 

Government Team for Safeguarding Angkor) 처 럼 프로 젝 트 팀 의 공식 명 칭 

에 정부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는 연방외무부 산하 개 

발협 력 청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이 직 접 적 

으로 팀을 구성하여 복원사업을 시행하였고, 인도는 문화부 산하의 문화유산 

조사 보호 기 구 인 ASl(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에 서 직 접 세 계 유산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4) 

이 밖에도 세계유산 보존·보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단체나 대 

학들에서 국제적인 문화유산 보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뉴 

욕에 근거를 두고 있는 WMF(World Monuments Fund)는 전 세계 약 95개 

국 이상에서 최소한 약 600여개소가 넘는 유형문화유산 보존활동에 참여했 

고, 일부는 현재 진행 중이다. WMF의 활동은 저개발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둥의 유럽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집트, 인도, 

중국 등의 고대문명 발상지, 멕시코, 페루 등의 라틴아메리카 고대문명 유적, 

아프리 카, 러 시 아, 미 국, 그리 고 칠 레 의 이 스터 섬 (Easter Island)5)에 이 르기 까 

3) 새천년개발목표: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인 약속. 
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저개발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 (문화재청·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2), p, 30. 
5) 칠레 서쪽의 남태평양상에 있는 섬, 고고학상 중요한 섬으로서, 인면석상(人面石像) 등의 거석문화(巨石文化) 

의 유적과 폴리네시아 유일의 문자가 남겨져 있으나, 이것들을 만든 사람들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 이 섬 
으로의 이주는 10세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언어 · 인류학상으로 보아 최초의 주민은 멜라네시아의 
피가 섞인 폴리네시아인으로 본다. 1722년 이전에는 최고 4,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되 

고 있으나, 1862년의 노예사냥과, 그에 잇달은 천연두의 유행 등으로 섬의 인구는 최저 111명까지 감소되었 

다. 1864년 이후에 백인도 정착하게 되고 1888년에 칠레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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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 지구적인 문화유산 보존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쾰른대학, 

일본의 소피아대학, 호주의 시드니대학 등에서도 문화유산 복원팀을 만들어 

서 앙코르 유적 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문연구기관의 문화유산 보존활 

동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프랑스의 극동학원(EFEO)을 들 수 있다. 극동 

학원은 1900년에 하노이에 설립된 아시아 연구 전문기관으로 아테네, 로마, 

카이로에 먼저 세워진 사례가 있었으며, 처음에는 연구자들이 활동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나중예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각종 

조사연구 및 보존활동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베트남의 독립과 함께 본부는 

파리로 옮겨졌지만, 대부분의 자료들과 수집품들은 도서관과 박물관으로 남 

겨졌다가 지금은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이 되었다. 

세계유산 보존활동은 유산 보유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다. 지원 국가 혹은 단체에서 예산만을 지원하고 해당국가에서 인력과 장비 

를 충당하여 보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예산―장비―인력이 경우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개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문화유산을 복원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 국가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비롯한 거의 모든 보존활동을 지원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원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존복 

원 능력을 갖게 하는 것도 넓은 의미로 문화유산 보존활동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캄보디아의 경우가 아주 좋은 사례이다. 앙코르 유적은 

1991년 UN의 조사결과 긴급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세계유산 위험목록 

에 등재되었고, 이후 오랜 시간 보존활동이 계속된 결과 2004년 세계유산 위 

험목록에서 제외되었다. 현재는 앙코르의 중심유적 뿐만 아니라 씨엠립 인근 

지역에 이르는 폭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보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관계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유산 보존관련 인력과 기술을 갖추게 되었으며, 인접국가에서 전문인력 

을 훈련시키기 위해 앙코르 유적 복원현장에 참여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 

댜6) 

무엇보다 세계유산의 보존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유네스코라고 할 수 있다. 유·무형 세계유산의 지정과 지속적인 관리를 담당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복원활동 종료 후에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권장하며, 한 나라의 문화유산이라는 개념보다 전 인류가 지켜나가야 할 세 

계유산이라는 관점에서 각종 보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산하기 

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앞의 책,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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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세계유산센터와 각 지역사무소를 두고, 각 분야별 문화유산 위원회를 

운영하며 보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지원(정부지원, 개인기부 

등) 아래 세계유산기금을 운영하면서 매년 약 4백만 불을 각종 보존활동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특정 프로젝트 또는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신탁기 

금(Fund―in-Trust)을 기부 받아서 보존활동을 전개하는 사례 (Flemish재단, 

프랑스―유네스코,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등)도 있다.7) 

현재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문화유산 복원사업은 국제원조사업의 여 

러 분야 중에서 MGDs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제이지만, 향후 국제개 

발협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 

다.8) 특히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진행할 때, 빈곤해결과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게 되면 자칫 수원국 고유의 전통문화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 보존복원 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현재 문화유산 분야 국제원조는 유형문화유산의 복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이 

미 무형유산의 보존 및 전승 분야로 확장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공여국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함께 참 

여하여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복합적으로 보존하는 

활동들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세계유산 보존 지원 사업 역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의 보존 

라오스의 공식 명 칭 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이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이 나라는 북서쪽으로 미얀마와 

중국, 동쪽으로는 베트남, 남쪽으로 캄보디아, 서쪽으로 태국과 국경을 접하 

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라오스의 역사가 어떠했을지 가히 짐작하 

게 한다. 한때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은 적이 있으며 1975년 공산주의 단체 

인 파테트 라오(Pathet Lao)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왕정 시대는 마감되었다. 

대부분의 국토가 산지로 구성되었으며, 몬순의 영향을 받은 열대기후에 속한 

다. 5월에서 10월까지 우기에 속하고 11월에서 4월까지는 건기이다. 따라서 

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앞의 책, p. 31. 
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앞의 책,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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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을 복원할 수 있는 기간은 연중 6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한국이 보존 사 

업을 추진할 참파삭 지역의 ‘홍낭시다' 유적도 건기에는 매우 덥고 우기에는 

습하다. 

〈그림 11> 참파삭 지 역의 왓푸사원 

홍낭시다 유적은 2001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참파삭 문화 경관 내 

왓푸사원과 고대주거 지 (Vat Phou and associated ancient settlements within 

the Champasak cultural landscape)’에 있으며 11세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오스어로 ‘시다 공주의 방'이란 뜻의 홍낭시다 유적은 왓푸 사원 

에서 시작하여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으로 연결되는 고대 길의 출발점에 위 

치한다. 성지순례와 관련된 활동을 했던 사원으로 추정되어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유적에 비해 접근성이나 인지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복원·정비 사업에서 외면받아 왔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홍낭시다 

유적' ODA사업은 잊혀져가는 세계유산을 복원하는 의미에서 매우 가치 있 

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2012년에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복원을 위 

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년에 홍낭시다 유적 기초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보존환경 모니터링', ‘물리탐사를 통한 지층분석', ‘3D스캔 정밀실 

측' 등을 마쳤다. 또한 2013년 12월 라오스 대통령 방한에 맞춰 ‘참파삭 문화 

경관 복원사업에 관한 한―라오스 간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2014년 2월 

에는 ‘라오스 왓푸 참파삭 세계유산 복원을 위한 한국―라오스 협력사업 홍낭 

시다 현장사무소'를 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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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한국-라오스 협력사업 홍낭시다 현장사무소 

보존활동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시 

행하게 된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존복원사업 1단계를 진행하게 되는 

데, 주요 내용은 홍낭시다 주신전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고증연구, 보존과 

학 조사, 복원설계와 보수 등이다. 라오스 정부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세 

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유지 보호를 위해서 여러 국가에게 국제원조를 요 

청하고 있다. 현재 ‘왓푸사원’에는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가 복원에 참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20여 년 전부터 세계문화유산의 복원을 위해 다양한 방식 

의 원조사업을 진행해왔지만 대한민국은 문화유산 원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009년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 

국에 가입함으로써 ‘원조 선진국 클럽'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DAC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 복원 원조를 하지 않은 국가였다. 따라서 홍낭시다 

유적 복원은 한국의 국제 원조가 문화유산 분야로 확대되는 계기라 할 수 

있다.9) 

〈그림 13> 홍낭시 다 사원 

저개발국이 보유한 문화유산 복원을 통한 무상원조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학술적 효과를 거둘 수 있 

9) 김광희,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복원」 , 『월간문화재(통권351) 』 ,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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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동남아시아에 끼친 피해를 보상한다는 

명분으로 1990년대부터 이 지역 문화유산 복원예 참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1년부터 라오스에 공적 

개발 원조를 실시하였으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보존복원 사업은 추진되 

지 못하였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1년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라오스 정보문 

화부 유산국 간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년부터 ‘저개 

발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이번에 실질적인 보존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4. 캄보디아 ‘프레아 피투’ 유적의 보존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내 ‘프레아피투’ 유적의 보존 사업 추진은 ‘한국과 

캄보디아간의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대한민 

국 문화재청과 캄보디아 부총리실의 기본 협의 (2011.08.09)10)후 추진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캄보디아 압사라청 간의 문화유산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2013.06.20.）하면서 문화유산 보존·복원 기술 공유 및 

해당 분야 전문가 그룹 상호 협력, 보존·복원 사업대상 관련 정보공유 및 현 

지 사업 추진 기반이 조성되었다. 

‘프레아 피투’ 사원군은 씨엠립 (Siem Reap) 에 위치한 앙코르 유적 중 하 

나이다. 앙코르 유적은 9C~14C에 걸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전성기를 누린 

고대 크메르 제국의 중심지 (Royal Capital of Angkor) 이다. 유적이 위치한 

캄보디아 씨엠립의 인구는 약 17만 명이 된다.11) 주민들은 앙코르 유적 관광 

업에 많은 수가 종사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규모는 총 358만 명 12) 수준이다. 

세계유산 보존사업의 주무 기관은 압사라청 (APSARA Authority)으로 캄보 

디아 문화예술부로부터 앙코르 유적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기관이 

댜 

세계유산 보존 사업의 자문기관으로 ICC―Angkor(앙코르 역사유적 보호 

개발 국제협력위원회)가 있다. 유네스코의 권고에 의해 앙코르 유적 보존 개 

발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서 설치한 국제협의기구로 기술적, 정책적 자문· 

지도를 수행하며, 앙코르 유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보촌·복원 활동 

10) 한국 문화재청과 캄보디아 부총리실의 협의. 
11) 캄보디아 인구: 약 1470만 명 (2010년 기준). 

12) 베트남 76만, 한국 41 만, 중국 33만 등, APSARA Authority, 2012년 기준. 

- 32 -



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사후 감독,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네스코에 

의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 (1991)된 이후 선진국들에 의해 다양한 

보존·복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씨엠립 지역은 앙코르 유적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으며, 20여년의 문화유산 보호활동을 통해 관련 사업기반과 인력들이 

구축되어 있어 본 사업을 위한 초기 두자 부담이 낮은 편이고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 다만,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보호활동을 전개하기에는 캄보디아의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공여국의 지원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연 

속사업으로의 지원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호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 

기도 하다. 

본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프레아 피투 사원(군)은 앙코르 톰 내부에 위 

치한 유적들 중에서 가장 보존상태가 열악한 유적으로, 5개의 사원과 2개의 

진입데라스, 2개 사원을 둘러싸는 담장 및 탑문, 해자, 바라이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약 15만자의 면적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향후 프레아 피투 사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존·복원이 용이한 진입테라 

스 2개소 및 탑문을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술 전수를 통한 

인력양성의 장으로 활용하고 이와 동시에 전체 유적 보존·복원을 위한 마스 

터플랜을 수립하여, 프레아 피투 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존·복원 활동 

을 펼칠 계획이다. 

프레아 피투 사원(군)은 수리야바르만 2세 (1113~1150)때 건립(부분적으 

로 13C 건립)되었으며, 사원 X는 불교사원13)이고 나머지는 Shiva 신을 모시 

는 힌두사원으로 앙코르왓과 갇은 예술기법을 갖고 있으며, 각기 다른 시기 

의 건축물로 추정되고 있다. 개별 사원의 원래 명칭에 대해 아직 고증된 바 

는 없으며 과거 프랑스의 고고학 조사 때 고고학자 Lunet de Lajonquiere가 

정의 (1908년)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14) 

13) 1181년 즉위한 자야바르만 7세는 열렬한 불교신자로서 힌두사원을 불교사원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시행한 

경우가 있었는대, 사원 X는 이 시기에 개조되었을 것이라 조심스레 추정해 볼 수 있다. 

14) Focusing on the Angkor Temples, Michel Pertrotchenko,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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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그림 14> 프레아 피투 위치도 

-· .. 
· .:::, :G --n .. .. -· ... w, ;;=::0 --. 

‘프레아 피투’ 사원은 앙코르 톰 내부 바이욘 사원에서 북문으로 향하는 

길의 서쪽에 자리 잡은 코끼리 데라스와 문둥왕 테라스 진입로 맞은편에 위 

치하며, 사원의 북쪽과 동쪽에는 고대 바라이로 추정되는 연못이 위치하고 

있다. 해자 및 연못 중의 일부는 우기에만 물이 들어찬 상태로 유지되고 있 

으며, 현재 해자를 건너다닐 수 있는 둑길은 20C 초 프랑스 EFEO의 고고학 

조사 및 응급복구시 설치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수목에 의한 그림자로 햇빛 

이 잘 들지 않아 보존환경이 열악하고 지의류의 식생 등으로 유적에 직접적 

인 피해가 미치는 경우도 있다. 프레아 피투(Preah Pithu) 사원을 비롯한 앙 

코르 유적의 피해 원인 중의 하나로 12~13세기에 발생한 지진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목의 성장과 이후 발생한 태풍 등으로 발생한 수목 

의 전도에 의한 2차 피해를 지목하는 경우도 있다. 

< i’.：＇：：：：：：：：'＼'：::군 : l@ x 
__ z 따u 

令E

頁~:

100m 

〈그림 15> 프레아피투 사원군 

※ 출처 : Focusing on the Angkor Temples, Michel Pertrotchenko, 2012 

5개의 사원 (T, U, V, X, Y), 진입테라스 2개소, 해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원 북측, 동측의 바라이와 답도로 구성되어 있다. 완전히 다른 형태 

인 사원 Y를 제외한 4개의 사원은 유사한 평면 형태를 갖고 있으며 4방향으 

로 문 형태의 구조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대체로 기단 위에 성소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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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고 있는 형태이다. 사원 T, U는 개별 담장에 둘러싸여 있으며 4면에 

탑문(Gopura)의 흔적 이 남아있다.15) 

〈그림 16> 사원X(좌)， Y(우) 

〈그림 17> 사원 T(좌)， U(우) 

〈그림 18> 사원V(좌), 해자(우) 

프레아피두 사원 T, V, Y의 경우 지반에 의한 훼손보다는 수목과 쇠락에 

의한 훼손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판단되며, 전면적인 해체 복원보다는 필요 

한 부분을 보강하고 이탈된 부재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도의 복원을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예상된다. 사원 T, U를 둘러싸고 있는 해자와 

함께 사원 X 남쪽의 해자와 동쪽의 고대 바라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15) Focusing on the Angkor Temples, Michel Pertrotchenk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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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번 사업은 문화재청이 무상원조 협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서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며, 이 사업을 한국문화재보 

호재단이 맡게 된다. ‘프레아 피두' 유적 보존 사업을 위해 3월초 KOICA가 

앙코르 유적 현장답사와 압사라청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한 정부 부처(문화재 

청) 제안사업 기획조사를 하게 된다. 사업기획조사는 고고학자, 보존과학자, 

건축학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사업기획조사 결과에 따라 ‘프레아 피두' 유적 

보존 사업에 대한 ODA 자금 투입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5. 미얀마 '바간' 유적의 보존 

미얀마 ‘바간' 유적의 보존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장과 이리나 

보코바(Irina Georgieva Bokova) 유네 스코 사무총장 간담회 ('12.08.14.）에 서 

바간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강화 지원이 논의 

되어 시작되었다. 또한 키쇼 라오(Kishore Rao) 세계유산센터 소장 간담회 

('12.08.28.）에서도 미얀마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었다. 이후 

2012년 9월 25일 ‘한국 문화재 청 과 미 얀마 문화부 간 문화유산 분야 교류 협 

력 약정’이 체결되었다. 그간 미얀마 바간 유적 조사 및 바간 국립고고학박 

물관도서관 업무 협의,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 및 KOICA 업무협의, 보존처리 

장비 전달,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기술인력 양성이 있었다. 

미 얀마(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는 인도차이 나반도 서 북 

부(인도, 중국, 방글라데시, 라오스, 태국 접경)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는 네 

피도(Nay Pyi Taw, 99만 명)이다. 주요도시로는 양곤(685만 명)과 만달레이 

(800만 명)이고, 면적은 676,577km'로 한반도의 약 3배가 된다. 전체인구는 약 

6,248만 명 (2011년)이며 국민 대부분의 종교가 불교이다.16) 기후는 고온다습 

한 열대 몬순 기후이나, 북부지방은 아열대성 기후이다.17) 

16) 불교(89%), 기독교(5%), 회교(4%), 힌두교(1%). 

17) 우기 5월~9월/여름 2월 말~5월 중순/겨울 11월 초~2월 중순, 기온 : 연평균 27.4°이나 지역별로 기온차 심 
함 (11월~2월 중 평균 최저기온 1TC, 3~5월중 평균 최고기온 40°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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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바간유적 전경 

미얀마 ‘바간’ 유적은 10~14세기에 조성되었으며, 13kmx8krn 내에 3,122 

개의 불교 유적(사원, 탑, 수도원 등)이 산재해 있다.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인도네시아 보로부드르 유적과 더불어 세계 3대 불교유적 중 하나이다. 바간 

왕조(1056~1287)의 몰락 후 버려져 있다가 콘바웅 왕조(1752~1885)에 들어 

서면서 바간은 또다시 종교의 중심이 되었다. 이때, 몇몇 중요한 사원들은 

보수되었고, 우팔리 데인을 비롯한 몇 개 사원은 이때 만들어졌다. 1885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바간은 캘커타에 있는 영국 식민지 정부의 고고 

학국의 관할에 속했다. 영국은 바간이라는 지명을 파간으로 바꾸고 조사단을 

보냈으며, 많은 사원들을 개보수 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사원에 유럽 양식이 

침가된 것이다. 1948년 영국에서 독립 후, 바간은 버마 고고학부 소속이 되 

었으며, 1975년 7월 6.5의 강력한 지진으로 바간의 주요 사원이 붕괴된다. 유 

네스코의 긴급지원으로 신속히 보수작업에 들어갔고, 이때 석조물에 철빔을 

사용해가며 사원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였다. 13세기에는 4,446개의 탑과 

사원이 있었지만, 현재 3,122개소 남아 있으며, 바간 국립고고학박물관도서관 

과 불교신도, 주민들에 의해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 ·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 

다. 

미얀마 ‘바간' 유적 보존을 위한 추진 사업계획은 바간 유적의 디지털영 

상 제작 및 상영시설 지원, No.1843 사원의 보수, 술라마니 (Sulamani) 사원 

의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문화유산 보존관리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첫째, 바간 유적의 디지털영상 제작 및 상영시설 지원 사업은 유적의 역 

사, 현황 등을 디지털 영상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간 국립고고학박물관도서관 및 바간 공항 대합실에 설치하여 디지털 자료 

- 37 -



를 통해 바간 유적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웹사이트 홍 

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둘째, 바간 No.1843사원 보수를 계획하고 있다. No.1843사원은 13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평면 최대 길이 약 9.2m, 최소 길이 약 7m의 단층 

사원이다. 케밍가(Khaeminga) 사원군에 속한 사원 중 하나로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사원이 몰려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사원 중 하나이다. 아름다운 

벽화가 정교하게 그려져 있으나 박리, 박락 둥의 훼손이 심각하다. 1899년에 

독일의 Th. H. Thomann이 벽화를 떼어가서 사원 벽화 일부가 함부르크 민 

족학 박물관에 있다고 한다. No.1843사원의 보수는 실측도면 제작 및 구조안 

정성 검토, 벽화 보수 및 복원, 누수로 인해 떨어진 천장 스투코 및 벽체균 

열 보수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20> No.1843 사원(좌측), 내부 회손된 벽화(우측) 

셋째, 술라마니 (Sulamani, No.748)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사업이다. 술 

라마니 사원은 1183년에 건립되었으며, 평면 최대 길이 약 9.2m, 최소 길이 

약 7m의 단층 사원이다. 바간과 민난투 마을 사이, 타빈뉴에서 2km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바간 후기 건축의 전형이 되는 유적이다. 중앙 코어를 

중심으로 복도가 둘러져 있는 평면이며, 2층으로 구성된 거대한 사원이다. 

현재 사원은 대지진으로 인한 벽체 균열 및 외벽의 스투코 탈락이 심하며, 

모서리 부분의 벽돌 탈락이 심하고, 산성비로 인한 벽체의 사암 용해가 진행 

되고 있다. 기단의 도기 장식이 탈락된 부분이 많으며, 내부 벽화의 훼손이 

심각하다. 하등식물 피해가 심하고 지붕 상부에 식물이 자라고 있어 제거가 

필요한 상태이다. 1975년에 유네스코에서 데라스에 배수구를 만들었으나,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아 방수처리가 시급하다. 

따라서, 한국이 문화재 보존 활동을 시작한다면 건축, 미술, 재료, 역사 

등 다방면에 걸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측조사, 구조안정성 검토 

등의 기초조사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 또한 하등식물 제거, 벽화 보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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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등 보존과학적 방안이 필요하다. 

술라마니 사원은 바간 유적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모두 갖고 있는 사원이 

므로 술라마니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바간 유적의 전반적인 보존관리 

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21 > 술라마니 사원 

미얀마 ‘바간’ 유적 사업의 추진은 캄보디아 ‘프레아 피투’ 유적과 마찬가 

지로 문화재청이 부처 간 제안사업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공적개발 

원조(ODA) 기금을 신청하였으며, KOICA의 사업기획조사는 2015년에 시행 

될 예정이다. 

6. 결론 

세계문화유산 보존·복원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던 건설, 토목, 교육, 보건 

등의 공적개발원조(ODA)와 전혀 다른 개념의 사업으로 접근해야한다. 기존 

의 원조사업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개량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거의 것을 유지·발전시키는 것보다 새롭게 도출된 

결과물의 가치 및 향후 유지관리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편이며, 대부분 정 

량화된 목표와 예측 가능한 결과물이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ODA사업은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댜 문화유산 보존·복원사업은 일반적인 

ODA와는 사업의 규모, 진행방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문화유산 보 

존·복원 사업은 목표 달성 및 결과물 도출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추진과정의 설정 및 이행이 중요하며, 과정 및 결과의 계량화가 어렵 

다. 

세계유산의 보존은 원형에 대한 탐구와 고증을 근거로 원형의 유지와 보 

존복원을 위한 기술적, 의미론적 고려와 함께 향후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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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획과 실행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세계유산은 그 자체로서 중요성 

은 물론 건축 당시의 시대상과 문화적, 기술적 역량의 총 결집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이후로 현재까지 유지·관리된 내력도 보존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 

댜 

세계유산 보존·복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건축구조, 건축설계, 건축역 

사, 고고학, 미생물학, 미술사, 보존과학, 암석학, 역사학, 조경학, 지반공학, 

지질학, 측량학, 환경학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업시스템이 요구되며, 

각각의 세부과제별로 연구된 내용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타당한 방향성을 

설정한 후 보존·복원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원국과의 협의와 동참이다. 

세계유산 보존지원 사업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통해 수원국의 삶의 터전 

개선과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동시에 문화 

직인적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사회 전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연 

결고리를 만들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지향하는 3대 가치는 ‘수원국에 희망 

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이다. ODA사업은 ‘국익'을 내세 

워 단기적인 국가 이익이나 자신들의 기관 잇속 챙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 

다.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철학을 가지고 수원국에는 삶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순수하게 지원하고, 우리 국민에게는 인류애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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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박하영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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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박하영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 

유네스코는 인류의 소중한 기록을 보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992년부터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 중 가장 성공적이고 가시적인 ‘세계기록유산 목록'은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닌 기록물을 목록화하는 사업으로, 2014년 2월 현재 전 세계 102 

개국 5개 기구의 기록유산 301건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한국은 

세계기록유산을 11건이나 등재시켜 이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인정받고 있으 

며, 기록유산 강국으로서 그간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다른 국가에 전 

수해주고자 2009년부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을 개최해오 

고 있다. 

저개발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지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워크숍은 저개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을 지원하여 가치 있는 기록유산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기록유산의 중 

요성에 대한 지역 내 인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9년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이 워크숍은 이후 아태지역에서 2차례 더 개최되었으며 

2012년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어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저 

조한 국가들의 등재 신청을 적극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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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참가 대상은 아직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하지 못 하였거나 한 건만 

등재한 국가들로, 이 중 자국 기록유산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초안을 

제출하여 선발된 8―10개국 대표들이 워크숍에 참가하는 기회를 가진다. 각국 

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이들은 해당 국가의 도서관, 기록보관소, 유네스코 국 

가위원회 및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 관계자 등 유네스코에 제출할 세계기 

록유산 등재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기록유산 분야 전문가들이다. 

각국에서 제출한 등재신청서를 검토하고 자문하며 워크숍을 진행하는 전 

문가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심사하는 국제자문위원회 및 등재심사소 

위원회 위원들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 담당관 등 4―5명으로 구성된 

다. 이들은 등재신청서 작성 지원 외에도 워크숍 초반에 세계기록유산 사업 

개요 및 최근 등재 추세, 등재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세계기록 

유산 사업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인다. 

사흘 간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워크숍의 핵심은 그룹별 신청서 

검토 작업으로,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이 2―3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약 이틀 

간 등재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신청서를 수정 보완하 

는 시간을 가진다. 전문가들은 신청서 상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완성도 

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미 등재된 기록물이나 

등재를 추진 중인 다른 국가의 기록유산과 공동 등재를 제안하기도 한다. 워 

크숍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들이 워크숍 기간 동안 보완한 신청서의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최종 검토의견을 들으며 마무리한다. 

워크숍 경과 및 성과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 워크숍의 시발점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문 

화재청, 보건복지가족부, 유네스코가 2009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천 유 

네스코평화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 등재 

훈련 워크숍이다.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이 워크숍에는 부탄, 쿡 제도, 피지, 

라오스, 몰디브, 몽골,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등 아태지역 

10개국 대표 10명이 참가했다. 이 국가들은 아직 자국 기록유산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지 못한 국가들로서, 로슬린 러셀 유네스코 세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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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레이 에드몬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 

역위원회 위원장, 조이 스프링거 유네스코 본부 세계기록유산 사업 담당관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의 지도 아래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수 

정 및 보완하는 기회를 가졌다. 

워크숍의 기획 및 참가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해온 전문가들은 

워크숍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 워크숍이 향후 개최될 지역별 워크숍 

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몽골, 베트남 등 일 

부 국가의 신청서 보완 작업에 이번 워크숍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한국의 노력이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 

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예상한대로 이 워크숍은 아태지역에서 처음으로 개 

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피지의 역사적 기록이자 

과거 식민주의의 기록인 ‘인도인 계약노동자에 관한 기록', 13세기 칭기스칸 

시대부터 17세기 리그덴칸 시대에 이르는 몽골의 역사를 기록한 ‘알탄 톱치 

(1651년에 저술된 황금사)’, 베트남의 ‘레 왕조와 막 왕조(1442~1779)의 과거 

시험 관련 석판 기록' 모두 이 워크숍에 참가했던 국가들의 신청서들로,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첫번째 워크숍에 이은 두번째 아태지역 워크숍은 2011년 3월 11일부터 14 

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2009년 워크숍에 참가했던 부탄, 피지, 라오스, 팔라우, 파푸아뉴 

기니 외에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미얀마, 솔로몬 제도, 동티모르 등 아 

태지역 10개국이 참가했다. 첫 번째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참가국 대부분이 

자국 기록유산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지 못하였거나 한 건만 등재한 국가 

들로서, 이 워크숍을 통해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받았다. 

2011년 워크숍에서 가장 주목 받은 신청서는 동티모르의 ‘국가의 탄생 : 

전환점'으로, 1991년 산타크루즈 대학살로부터 2002년 동티모르의 독립 순간 

까지 12년간의 영상기록물이다. 1991년 인도네시아군이 저지른 산타크루즈 

대학살은 세계의 여론을 동티모르에 집중시켰고 유엔의 개입과 동티모르 독 

립에도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중요한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전 세계가 기억해야 할 인류의 기억으로 사람들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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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게 된 데는 한국이 개최한 등재훈련 워크숍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가의 탄생' 신청서를 작성한 동티모르 참가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세 

계기록유산 사업을 처음 집하고 등재신청서 작성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2009년부터 워크숍예 전문가로 참가하고 있는 레이 에드몬슨 유네스코 아태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이 중요한 기록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한국이 크게 기 

여했다며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이 

렇듯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위크숍은 실질적인 등재신청서 작성 노하우 전 

수 외에도 아태지역의 소중한 기록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티모르의 ‘국가의 탄생 : 전환점' 외에도 총729개의 비석에 

불경을 새긴 미얀마의 ‘쿠도도 비문 성지’가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태지역 워크숍의 성공에 힘입어 2012년 12월 10일에서 13일에는 아프리 

카 지역을 대상으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아프리카는 당시 10개국 13개 기록유산만이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기록유산 분야 역량강화가 크게 필요한 지역으로, 이 워크 

숍은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되는 뜻 깊 

은 워크숍이었다. 개최국인 에티오피아 외에도 감비아, 말라위, 모리셔스, 나 

미비아, 세네갈, 우간다, 짐바브웨 등 8개국 대표 8명과 오만에서 참관자 자 

격으로 5명이 참가하였다.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방법뿐 아니라 등 

재 절차에 대한 이해도 현저히 떨어졌던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 참가자들 

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 워크숍에 참관하기 위해 자비로 오만에서 참가한 5명의 세계기록 

유산 오만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아랍 지역에서 동 워크숍을 개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참가자 전원이 이 워크숍을 통해 준비한 세계기록유산 등 

재신청서를 제출할 의사를 밝혔으며, 이 신청서들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의 

성공적인 등재로 이어질 경우, 기록유산 보호 및 지원 사업의 대표적 성공사 

례로 자리매김할 뿐 아니라 아랍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 저조한 아프리카 지역의 기록유산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한 아태지역 워 

크숍에는 캄보디아, 쿡 제도, 피지, 라오스, 몰디브, 마셜제도, 사모아, 스리랑 

카 참가자 8명과 브루나이 참관자 2명이 참가하였다.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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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개최되는 이 워크숍에는 아시아 지역에 비해 등재가 저조한 태평양 

지역 국가가 다수 참가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에 필요 

한 자문을 듣고 신청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워크숍 개최국인 

캄보디아의 ‘타쿠릇의 림케, 세계의 서사시’ 외에도 1890년부터 1937년까지 

요하임 디브럼이 제작한, 마셜제도의 선교사들과 상인들 등의 모습을 담은 

2227개의 사진 원판으로 구성된 ‘유리 필름 모음집', 13세기 몰디브의 토지 

보조금 기록을 담고 있는 ‘로마파누' 동판모음, 그리고 영국과 칸 드얀 왕국 

이 왕 라지싱하의 면직을 기술한 스리랑카의 ‘1815 칸 드얀 협정서' 등 아태 

지역 8개국의 진귀한 기록유산에 대한 등재신청서 준비 작업이 이뤄졌다. 이 

번 워크숍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8개 참가국 중 7개국이 워크숍 이후 아태 

지역 목록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레이 에드몬슨 아태지역위원회 위 

원장은 이 워크숍을 통해 어느 때보다 지역 목록 등재신청서가 많이 접수되 

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기록유산 목록뿐 아니라 지역 목록 

에도 등재가 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이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태평양 지역의 기록유산 보호 및 인식제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워크숍 참가연도 참가국 세계기록유산 등재연도 
2009 피지 인도인 계약노동자에 관한 기록 2011 
2009 몽골 알탄 톱지 (1651 년에 저술된 황금사) 2011 
2009 베트남 레 왕조와 막 왕조(1442~1779)의 과거 시 2011 

험 관련 석판 기록 

2011 동티모르 국가의 탄생:전환 2013 
2011 미얀마 쿠도도 비문 성지 2013 
<표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성과 

향후 계획 및 전략 

올해 9월에는 중앙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세 

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워크 

숍을 3차례나 개최했지만 중앙아시아지역은 상대적으로 등재가 저조한 편이 

며, 이미 2―3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한 카자흐스탄 등도 등재신청서가 미 

흡하다는 평가를 유네스코 본부 담당관으로부터 전해들은 바 있다. 중앙아시 

아 국가들 외에도 인접한 남아시아 국가들도 함께 초청하여 워크숍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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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예정이다. 

기록유산 보호 및 지원 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한 유네스코 세 

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을 벤치마킹 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올해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4 

월과 7월에 방글라데시와 피지에서 개최되는 이 사업은 세계기록유산 워크 

숍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각국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향후 세계기록유산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가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워크숍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아태지역 국가들의 역량강화에 앞장설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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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아시 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ACPCS) 사업의 현황과 전망 

유재온 |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 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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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 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ACPCS) 사업의 현황과 전망 

유재은 | 국립문화재연구소 복원기술연구실 학예연구관 

1. 머리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5년부터 아시아의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문화 

유산 보존 분야와 관련된 국제연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아시아권 문화 

재 보존과학 국제협 력 (Asia Cooperation Progrmn on Conservation Science, 

이하 ACPCS)’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한국이 주체가 되어 문화유산 보존 분 

야의 발전과 역할을 주도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위상 강 

화는 물론 아시아권에서의 선도적 위치 점유와 향후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 

제네트워크 구축도 꾀하고자 한다. 

사업은 초청연수와 현지기술교육으로 구성되는데, 2012년까지 초청연수만 

실시하다가 2013년부터 대상 국가를 방문하여 현지에서 보존기술을 교육시 

키는 프로그랜을 기획하여 수행하였다. 현지기술교육은 기존에 실시했던 초 

청연수에서 나아가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직접 교육하는 것으로 상 

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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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본 사업의 그간의 성과와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문화유산 보존 

지원 사업의 전망과 방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특정 지역의 국가를 대상으 

로 문화유산 분야에 국한된 지원 사업은 ACPCS가 유일할 것으로 본다. 다 

년간의 사업 수행 경험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ODA 사업에 좋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2. ACPCS 사업 내용 

1) 초청연수 

초청연수는 아시아권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1년에 총 10명의 연수생을 선 

발하여 일정기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연 2회 실시하며 각 3개월로 총 

6개월이며 인원은 2009년까지 9명이었으나 2010년부터 10명으로 확대하였다. 

연수분야는 문화재 보존과학으로 한정하다가 2008년부터 무형문화유산, 건축 

문화유산, 미술문화유산, 고고학 분야로 확대하였다. 

ACPCS 사업은 전년도 12월에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초청연수는 

선정 인원, 분야, 일정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이를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분 

야는 연구소 내 각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선 

발 예정 인원수를 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연수생 선발인데 과제 수행 능 

력, 어학 수준, 계획서, 업무 경력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가능하 

면 지원자의 국가가 중복되지 않도록 안배하고 있으나, ODA 중점협력대상 

국의 지원자는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수 프로그램은 통합교육과 개인별 연구 단계로 나뉜다. 통합교육은 처음 

2주간 오리엔테이션 및 한국의 문화유산 소개, 연구소 분야별 업무 소개 등 

으로 이 기간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강의로 진행된다. 또한 교육 실시 전 

연수생들은 개인별로 하고자 하는 연구주제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게 된다.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 멘토를 지정하여 집중적인 연수 

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8주간 실시하고 최종 결과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은 각자 

의 연수 성 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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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초청연수 개요 

구분 세부 내용 

대상국가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19개국)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 

인원 총 10명 (1기: 5명, 2기: 5명) 

기간 연 2회 . (1기 : 4월 ~6월 2기 : 8월 ~10월) 

분야 
문화유산 보존 · 복원, 건축문화유산, 미술문화유산, 고고학, 무형문화 

유산 

지원 자격 국공립기관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만 40세 미만 

공식 언어 영어,한국어 

연수비 항공료, 체재비 등 전액 국립문화재연구소 부담. 

기타 
재외공관, 유네스코, 한국국제협력단 등 관련기관 문서 발송 및 홈페 

이지 공고 

표 2. 초청 연수 추진 과정 (2014년) 

ACPCS 사업 계 획 수립 (전년도 12월) 

二

초청 연수 지원서 공고 및 접수 (2014. 12. 23. ~ 2014. 2. 7) 

二

초청 연수 참가자 선정 및 통보 (2014. 2. 7. ~ 2014. 2. 24) 
\ 

초청연수 진행 (1기: 4월 ~6월, 2기: 8월~10월) 

」

사업 결과보고 및 2015년 사업계획 수립 (2014.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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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수 프로그램 

구분 세부 내용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및 통합강의교육 

• 발표회 개최(개인별 연구 계획) 

1단계 (2주간) • 연수 과정 전반 사항 오리엔테이션 

• 참가자 소개 및 세부 일정 협의 

• 한국문화재 개관 및 부서별 업무 소개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 

2단계 (8주간) • 참가자 전문 분야 심화 연수: 개인 프로젝트 

• 기타 현장 견학: 박물관 및 연구 관련기관 방문 등 

3단계 (1주간) 
결과보고서 작성 

• 연구 내용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 개최 

2) 현지기술교육 

현지기술교육은 2013년부터 시작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초청연수가 참가자 

들이 한국에 와서 연수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현지기술교육은 대상기관 

을 방문하여 실습 위주의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재청 

에서 실시하는 ODA 지원 장비와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다. 지원한 장비의 

활용 현황과 함께 장비 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하 

였다. 2013년에는 몽골과 미얀마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몽골은 2011년에 금 

속유물 보존처리 장비를 지원받았고 미얀마는 2013년에 보존처리 기초 장비 

와 현장 장비를 지원받았다. 교육 내용은 대상기관에서 요청한 주제에 적합 

하도록 구성하였다. 교육은 총 3일간 진행하며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였다. 

교육팀은 연구소의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몽골은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에서 출 

토 금속과 토기의 보존처리 방법에 대해 교육하였고, 미얀마는 문화부 바간 

지부 국립고고학박물관에서 출토유물과 야외 석조문화재의 보존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1차년도는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향후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목적이 있었다. 기자재와 인력이 잘 구비된 한국과는 달리 기초 장비와 

인력, 별도의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지원 장비의 경우 몽골은 담당 

자가 ACPCS 초청연수 참가 경험이 있어서 연수받은 지식을 활용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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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으나, 미얀마는 상세한 장비 사용법 자료를 침부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그대로 보관한 상태였다. 별도의 공간이나 기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사용법도 알지 못하고 고장의 우려 때문이라고 하였다. 현지기술교육 기간 

중 이들 장비 사용교육을 실시하여 활용을 확인하였다. 

미얀마는 문화재청과 미얀마 문화부 간 MOU 체결에 의한 중점협력대상국 

으로 2013년부터 3년간 현지기술교육을 실시하기로 협의한 상태이다. 1차년 

도 현지기술교육 후 바간 국립고고학박물관 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3 

년간 초청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여 장비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ODA 

사업의 효율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3. 성과 및 전망 

ACPCS 초청연수는 2013년까지 아시아권 18개국에서 총 65명이 참가하 

였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해당국의 국 · 공립기관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며 대부분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2005년 초기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ACPCS 사업은 기 참가자들이 자국에 사업 내용을 알리면서 연 

40~60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되는 상황이다. 보존과학 분야에서 시작되었으 

나 분야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주제의 연수계획서가 접수되고 있다. 초청연수 

의 가장 큰 성과는 국제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아시아권의 다양한 

국가에서 참가한 연수자들은 연구소 국제교류 사업에 현지 지원자로서의 역 

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의 역할 증대와 위상 강화에도 기여 

하고 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 홍보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 현지기술교육은 ODA 장비와 연계하여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 

원사업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한편 ACPCS 사업 추 

진의 향후 방향 설정이나 발전을 위해 보완할 사항도 있다. 

우선 초청연수 프로그램 부분이다. 현재까지의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편이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각각의 경력이나 전문능력에 차이가 존재한다. 아직까지 대부분 

기본 지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심도 있는 프로젝트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가 많으나 향후 여건이 된다면 단계별, 주제별, 기간별 등 좀 더 다양한 프 

로그램 운영 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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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견이 제시 

된 바 있다. 한국의 지원으로 참가하는 연수인 만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다. 신청서에는 영어나 한국어를 명시하고 있으나 

연수생 상호간 의사소통에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국을 제대 

로 알리고자 한다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지기술교육의 경우 대상기관의 집중과 선택, 철저한 현지 실습 중심의 

교육 운영이 요구된다. 초청연수와 달리 기술교육은 실제적인 기술과 지식 

을 알려주어 활용하도록 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일회성이 아닌 최소 수년 

간의 지속적인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지원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집중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2013년 교육 후 참가자들이 제출한 의 

견에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실습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미얀 

마의 경우 초청연수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ODA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 

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장비 지원 시 기자재 선정부터 지원, 설치, 교육까 

지 종합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ACPCS 사업 규모의 확대와 발전을 제안하고 싶다. 국립문화 

재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한 연수사업으로 지역이 한정 

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주제별 전문화 등으로 향후 국제기구와 

연계하거나 국내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화유산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표 4. 연도별 · 분야별 연수자 현황 

분\야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계 

보존 
2 3 9 8 6 5 4 4 4 45 

복원 

T口혀 o 2 2 2 2 8 

미술 1 1 1 3 

건축 2 2 1 4 9 

합 계 2 3 9 8 9 9 9 7 9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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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 분야별 연수자 현황 

연번 국가/분야 건축 T 口혀 o 미술 보존복원 합계 

1 네팔 3 3 

2 라오스 1 1 

3 몽골 1 2 1 4 8 

4 미얀마 1 3 4 

5 방글라데시 2 2 

6 베트남 3 2 5 

7 부탄 1 1 5 7 

8 스리랑카 1 6 7 

9 아프가니스탄 1 1 2 

10 우즈베키스탄 2 2 

11 인도 4 4 

12 인도네시아 5 5 

13 중국 1 1 2 

14 태국 2 2 

15 캄보디아 1 1 5 7 

16 키르기스스탄 1 1 

17 필리핀 2 2 

18 타지키스탄 1 1 

합계 9 8 3 4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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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개발의 시각에서 본 

문화유산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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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l] 

유네스코 '문화와 발전’ 담론과 

문화유산 ODA2| 중요성 

곽재성 |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59 _ 



유네스코 '문화와 발전' 담론과 

문화유산 ODA5!..I 중요성 

곽재성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문화와 발전 아젠다와 문화유산 ODA 

개도국의 전통문화는 오랜 동안 발전의 ‘저해요인’ 또는 ‘휴식'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전통적 삶의 

방식을 강조하며 토착문화와 토착어에 가치를 부여하고 경제중심의 발전 모 

델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1982년 유 

네 스코 세 계 문화정 책 회 의 선 언 (Declaration of the World Cultural Policies)을 

계기로 하여 사회조직 및 가치와 신념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화예 대 

한 이해가 재정립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문화개넘은 집단의 정체성은 물론이 

고 경제 및 사회발전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 말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이 빠르게 부상하 

면서 균형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문화적 요인의 가치 및 문화유산에 대 

한 이해는 필수 요소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18) 

문화와 발전 담론을 성숙시킨 계기는 2002년에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 

그레에서 열린 ‘문화에 관한 세계시민 대회 (World Public Meeting on 

18) 자넷 블레이크 (2012), "2003 년 유네스코 협약의 역사적 의미: 무형유산이 글로벌 이슈가 되는 이 

유", 2012 무형유산보호 국제호1 의 '무형유산의 창조적 가지와 지속가능발전', 2012 년 10 월 5 일,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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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에서 만들어진 로컬 문화정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환경 분야를 

본따 문화 아젠다 21(Agenda 21 for Culture)라고 부르는 이 가이 드라인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 문화 담론을 공식화하고, 지방정부 및 커뮤니티의 

액션을 적극 옹호하여 많은 지지를 받았다. 문화 아젠다 21은 크게 5가지 주 

제에 집중하는데, ® 문화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충분히 존종해야 
하며, 문화다양성은 지적, 감성적, 도덕적, 영적 존재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수단임 (culture and human rights); (2) 문화와 발전에서 거버넌스는 매우 중 

요하며 지역주민의 뜻을 반영하는데 있어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룩해야 

함(culture and governance); ® 생물다양성이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듯이 문화다양성은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요소임 (culture, sustainability 

and territory) ; @ 사회통합에 있어 문화는 중요하며, 문화에 대한 지속적이 

며 평등한 접근이 차별 없이 이루어져 야 함(culture and social inclusion); ® 
문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대 등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음을 

강조(culture and economy) 등이 다(South East Europe 2012, 4). 이 어 기 존 

의 사회, 환경, 경제에 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문화가 네 번째 축 

(pillar) 이라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다(Nurse 2006). 2012년 개최 

된 리우+20 회의에서도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녹색경제정책은 

정체성, 문화유산의 보존을 통해 토착민과 지역공동체의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오늘날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문화와 발전 담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문화유산, 문화산업 등과 같이 발전에 

있어 물리적 측면의 강조하여 문화를 섹터로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는 문화 

를 모든 면에 고려해야할 가치 또는 크로스 커팅 이슈로 인식하여 제 분야 

와 결합하거나 또는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본 투입요소로 보는 것이 

다(곽재 성 2013, South East Europe 2012, 10). 

이 글의 목적은 개도국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과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제 시작 단계인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ODA에 대한 방 

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첫 번째 담론 —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네 번 
째 축으로서의 문화 - 인 문화의 물리적 측면에 입각한 것이다. 우선 서론 

에서는 문화유산 ODA의 중요성을 간단히 논하고, II 장에서는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선진 공여국의 문화유산 ODA 정책 방향성을 파악해 본다. 그리 

고 III장에서는 문화유산 ODA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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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개발, ~전통문화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구 

축, ~원주민 등 소수자 보호 등에 대해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예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ODA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결론을 대신할 것이다. 

왜 문화유산 ODA인가? 문화유산에 대한 복원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는 경제적 부가가치뿐만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는 사회적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매우 높다. 또한 유형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복원 및 유 

지관리 사업의 경우 외부 노출효과가 뛰어나 공여자 가시성 (visibility)을 동 

시에 확보할 수 있다. 즉 수원국은 국민적 자긍심과 개발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고, 공여자 입장에선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한 보다 이론적인 일반화를 시도한 Throsby는 ‘(문화)유산의 경제학'을 

다룬 논문에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첫 째 , 경 제 적 가치 는 사용가치 (use value)와 잠재 가치 (non—use value) 

로 구분되며, 전자는 개인이 문화유산을 소비하며 향유하는 가치이고 후자는 

공공재로서의 유산이 부여하는 가치이다.19) 예를 들면, 어떤 고택의 복원 

작업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높여 더 많은 세를 받을 수 있다면 사용가치가 

높아진 것이며 그 혜택은 건물주에게 돌아간다. 또한 역사적인 건축물에 대 

한 복원 작업을 통해 관광객이 새롭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도 

시 미관이 개선되어 시민들이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개인적인 후 

생도 높아진 것이다. 반면, 잠재가치의 경우 시장에서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 

운 경우인데,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잠재가치는 문 

화재와 환경재(환경자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가치이다. 따라서 

잠재가치의 평가에 있어 환경 분야의 사용된 방법론 차용도 가능하다.20) 

둘째, 문화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는 달리 쉽게 계량화하기 어렵지 

만 다양한 문화적 효과를 창출한다: 1)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미적가치; 2) 

커뮤니티의 정체성과 문화적 코드를 규정하는 상징적 가치; 3) 문화적 확신 

을 시민에게 불어넣어주는 정신적 가치; 4) 구성원의 결속을 강화하여 사회 

19) Throsby, David (2012), "Heritage Economics: A Conceptual Framework", in Guidi Licciardi and 
Rana Amirtahmasebi (Eds.) The Economics of Uniqueness: Investing in Historic City Cores and 
Cultural Heritage Asse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p.52-55 

20) Nijkamp, Peter (2012), "Economic Valu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Guidi Licciardi and Rana 
Amirtahmasebi (Eds.), The Economics of Uniqueness: Investing in Historic City Cores and 
Cultural Heritage Asse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참조, 
아울러 문화유산의 겹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지에 대한 주가적인 논의에 대해선 South East 
Europe (20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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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가치; 5)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 6) 유일무이 (uniqueness)한 정통성을 내포한 

정품가치 등이다.21) 즉, 문화적 가치는 문화가 도구적 차원을 뛰어넘어 발전 

의 기본 개념으로서 자리하여 융합한 형태를 의미한다. 

OECD DAC의 원조목적코드에서 문화사업은 ‘경제하부구조 및 서비 

스’의 16061번 ‘문화여 가(Culture and Recreation)' 부문에 속해 있다(정 정 숙 

2013). 소분류 항목의 내용은 너무도 다양하여 문화와 관련된 사항이 총 망 

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표―1>).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대분류 

상의 섹터(분야)로 정의하는 공여국은 없다(곽재성 2013). 대신 자국의 편의 

에 따라 문화관련 지원 사업을 분류하며, 대부분은 도시개발의 영역에 두고 

있다. 

<표-l> OECD/DAC의 원조목적코드 상의 문화여가 소분류 

문화여가 코드 안에 기술되어 있는 사업의 목록 사비 

• 고대공예품 보존 지원 
·공연장 건랍 딪 지운 
·공연장건립 
• 국가 소유 도서 카탈로그 제작 지원 
• 국립박물관, 미술관지원 딪 자문 
• 국제종교회의 지운 
• 국제학생페스티 받 잠가 지 원 
• 근린시설 개보수 
• 기념 U| 복구지윈 
• 기 념 H| 제 작 ex) 날 슨 만 델 라 상 

• 공여국 언어교육 
• 공여국 개조I, 수여국 전시지운 
·다큐멘터리제작지운 
·디디어장지지원 
•도서번역지운 
·도서지원 
• 마이크로필름장비 지 원 
• 문화 딪 레크리에이션 세미나 

·문화 딪 레크리에이선 장학금 지원 

• 문화(음악, 미술 등)지도자 연수 
• 문화교류 지운 
·문화기관지운 
·문화센터 지원 
• 문화시설 기금조성 

• 문화예술 관련 문서정보 지원 
• 문화예술 협력 지운! 

• 문화와교 지운 
• 문화유산, 문화재 관리 지원 

•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지원 

• 문화인류학 교육 지원 

• 문화재복원 및 복구 지원 

• 문화증진 지운 
• 뮤직페스티멀 지원 
• 미디어산업 딪 기기 지운 
• 디술 교육지운 
•민간단제활동지원 

• 민족연구 지운 
• 민주주의 잊 인권교육 
• 복페어 지운 
·비만인 운동프로그램 지운 

·빈민가 잊 특수민 사회성 교육 

멘맨가 중심의 시민사회 활동 지원 
• 성펑등 문화 관련 지원 딪 조언 
• 수공예산업 지원 
• 스포츠 신선경기 지원 
• 스포츠장비 지원 

·스포츠트레이닝지원 

• 심포니오케스트라 지원 
·아트페스티벌지원 
• 어린이문화센터 지원 맺 건립 
• 어린이 박물관 지원 및 건립 
·엑스포지원 
• 역사기록보관소 지운 
• 영화산업 밋 영화교육 지운 
•영화필름보존 

• 예술 딪 사회과학 연수 지 원 
• 예술문화산업 가격상한제 정책지운 
·예술페스티발장가 포함 여행 지원 
·예술프로젝트지원 

• 올림픽 등 운동선수 항공요금지원제도 
• 스포츠 교육 전문가 파견 
• 음악학교 지원 
• 음향, 악기, 조명기기 및 녹음 지원 
•작가협회지운 

·재량스포츠지원 

• 제 3세계 국가 도서관 지운 
·지방 도서관 건랍 딪 지운 
• 제육시설 확충 (제육교육 활성화) 
• 학자들의 연구 투어지원 
• NGO를 통한 문화지 원 (스포츠, 미술 등) 

※ 줄저 :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DB 맞 한국국제 협 력 단(2008), 「2007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 p.143 (문화여가 코드 관련 사업 예시 내용을 가나다순에 따라 분 
류한 결과) 정정숙 (2013)에서 재인용 

21) Throsby (2012),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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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선진 공여기관의 문화유산 ODA 정책 방향성 

일본은 일찍이 문화유산에 대한 ODA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그 

주된 축은 유네스코와의 삼각협력 (Multi—bi) 인데 1989년 유네스코에 제계문 

화유산 보존 일본 신탁기금(Japan Funds—in—Trust for the Preservation of 

the World Cultural Heritage)’를 설치 하여 2011년까지 5,000만 달러 를 지 원 

하였댜 이를 통해 캄보디아의 앙코르(Ankor)과 아프카니스탄의 바미얀 

(Bamiya) 유적 등에 대한 복원 프로젝트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2006년에 

는 외교부, 문화청, 대학 및 기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문화유 

산분야 국제 협 력 컨소시 움(Japan Consortiu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ultural Heritage, JCIC)을 발족하여 문화재 분야의 ODA를 위한 기반연 

구, 정보교류, 사업수행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1993년에는 ‘무형 

유산 보호 일본 신탁기 금(Japan Funds—in—Trust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1,500만 달러를 지원 

하였다(MOFA 2012, 84) 

독일은 문화 다양성을 주요 키워드로 하여 자국의 원조 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개발원조의 시행에 있어 사 

회현상을 규정하는 문화적 요소를 존중하고, 문화의 힘을 변화와 인식 제고 

의 기제로 활용한다. 문화유산에 대한 GIZ의 지원은 크게 유형 (tangible)과 

무형 (intangible)로 구분하며 , 섹 터 는 도시 개 발(urban development)에 포함시 

키고 있다. 문화재의 개발을 도시계획에 연계시키는 통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를 중시한다. 즉, 특정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주변의 인프 

라 개발 및 관련 섹터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함이다. 동시에 독일의 원조 방향성에 입각하여 현지 인적자원과 기관 차 

원의 역량개발을 통해 스스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노력한다. 독일은 또한 문화유산의 영역에 원주민의 권리와 전 

통을 중시하여 소수자의 문화권을 존중하고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고 

정체성을 지켜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http://~iz.de) 

스웨덴은 대외원조에서 가장 처음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을 시행한 국 

가로 자부심이 대단하다. 또한 일찍이 핀란드와 더불어 개발협력에 있어 문 

화와 역사적 요소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출판한 바 있다 

(SIDA 2005, MEC Finland 2011). 기본적으로 스웨 덴은 문화재가 인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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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공재라는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문화재가 속한 지역의 오너십을 강조 

하여 지역 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즉, 문화유산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동 

시에 존중한다는 것이다. 또한 SIDA는 문화유산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빈 

곤되치와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임을 강조하여, 빈곤충의 문화권을 중시 

한다. 특히 도심 재개발 같은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이들이 충분히 목소리 

를 내어 소의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동시에 문화재 

개발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하에 이루어져 공동의 역사의식을 공유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연대의식을 갖도록 한다. 이점에 있어 수원국 이해관계자 

의 참여가 필수적이다(SIDA 2005). 이와 같은 스웨덴의 문화중심주의는 자 

랑스럽던 혹은 그렇지 않던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300년 전에 스톡홀름 앞바다에서 침몰한 Vasa호 

를 300여년 후에 인양하여 최고의 박물관을 만든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시 

스웨덴은 숙적 풀란드 침공을 위해 세계최대의 전함인 Vasa호를 건조하였으 

나, 1628년 처녀 출항시 돌풍과 하중을 이기지 못해 바로 바다에 침몰하는 

비극을 맞이하였다. 분명 실패 사례인데 스웨덴 인은 이를 현대적 의미의 자 

산으로 재탄생시켜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갇이 선진 공여국은 각자의 원칙과 방식으로 문화재에 대한 

원조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유네스코를 제외한 다자기구 특히 주요 공여주 

체인 다자간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은 뚜렷한 지원 

을 하고 있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MDB는 MDG 달성이나 대규모 인프라 사 

업 등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개발 또는 경제개발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독립된 섹터나 분야 영역으로 보기보다는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22) 그러나 문화적 요인에 대한 인 

식과 사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사회문화 

적 요소는 환경 요소와 더불어 빈곤되치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면서 당연히 

고려해야할 지속가능한 원칙의 하위 요소 또는 크로스커팅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22) 대표적인 사례로 페루에 대한 2전만 달러 자관사업인 미주개발은행 (IDB) 의 리마 도심 유적 재개 
발 사 업 (PE-L1117 : Restoration of H istorical Downtown of Lim a) 이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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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문화유산 ODAS!I 사업형태 

m .. 1 유형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개발 

문화유산은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국민적 자부 

심의 원천이다. 그러나 근대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많은 개도국 

에서는 그 과정에서 유―무형의 역사, 문화적 자산들이 어떠한 법적 보호조치 

도 받지 못하고 훼손·소멸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쓰나미, 지진 등 자연적인 재해도 문화재 파괴에 큰 원 

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체계적인 수리나 보 

수, 나아가 개발이나 보존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문화유산 개발, 복원, 보존 프로젝트 둥 국제개발 사 

업을 통해 관광수입을 확보하고 아울러 유·무형 문화적 자산의 상업화를 통 

한 가치사슬의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 

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캄보디아의 세계적인 유산인 앙코르와트에 유 

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 캄보디아 정부(APSARA)와 공여국이 삼각협력 체 

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협업과 분업을 통한 전면적인 복원사업을 진행하여 

문화유산의 자산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림―1> 참조) 

이와 같은 작업에 있어서 파급효과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 

력이 중요하다.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작업 지원, 문화유산 관리 운영 노 

하우 전수, 주변 산업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통합적 개발 프로그램 구축 

및 이를 뒷받침할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한 수원국의 역량강화 

(capacity—building) 둥에 중점을 두어 추진함이 바람직하다.23) UNESCO는 

1986년 페루의 찬찬 고고 유적지대 (Chan Chan Archaeological Zone)가 세계 

유산으로 등재 후 곧 위험에 처하게 되자, 바니아 정부에 보존, 복원,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발굴 작업의 중단 그리고 약탈 방지를 위한 대 

책 수단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세계유산기금의 지원으로 보존 및 관리 인력 

의 훈련과 유산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24) 

23) 이 와 같 이 효 과 적 인 o u tco m e 을 확 보 하 기 위 해 수 원 즉 의 역 량 강 화 를 가 장 중 요 한 펑 가 지 표 로 삼 은 
기 탭 을 Outcoming Mapping 이 라고 한 다. http://www.outcomemapping.ca/ 

24) h ttp ://www .u n e sea .o r.k r/h e rita g e/d ow n/2 00404_5 7 5_N o 7.p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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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공여국은 국제기구와 APSARA(앙코르 관광정)와 협력하는 가운데 캄보디아의 

앙코르 유적지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주요 사이트는 이미 선진공여국이 선점 

하고 있댜 

스리랑카의 중북부에는 시기리아(Sigiriya) 요새라는 특이한 유적이 

있다. 이곳은 5세기 카사파 왕조 때의 수도로, 예술가이자 정신이상자였던 

왕이 부왕을 죽이고 후환이 두려워 바위 꼭대기에 궁전을 세운 곳이다. 그 

터는 아직 남아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무려 1,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유적지를 일찍이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국민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였다. 이 

에 일본 JICA는 2009년에 ‘Project COTS(Culture—Oriented Tourism in 

Sigiriya)'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시기리아 유적의 박물관 사업을 지원하였다. 

주요 사업요소는 스리랑카 정부가 설립한 시기리아 박물관에 시청각기기를 

설치하고 관광분야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의 시기리아 지원에서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탁월한 가치가 있지만 여러 

이유로 아직 개발되지 못한 문화유적에 대한 개발지원을 통해 관광수입증대 

및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기여했다. 둘째, 스리랑카 정부의 주도와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에 매칭함으로서 수원국의 오너십이 지속된 사업이며 

따라서 지속가능하다. 셋째, 큰돈을 들이지 않은 기자재 지원과 역량개발 프 

로그램을 통해 일본 원조의 가시성을 확보하였다. 실제 시기리아에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공여국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지원을 통해 <그림―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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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리랑카 중북부의 시기리아(Sigiriya) 요새 관광지 

서 보듯이 일본원조의 가시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m.2 문화산업에 대한 창조적 가지사슬r,Jalue Chain) 구축 

지역의 문화산업에 대한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을 통해 통합적 

인 접근을 도모하여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시도가 최근 주목 받고 있다. 그 

노력은 현지 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상품성 제고에서 세계시장에 대한 수 

출 진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도나 카 

렌(Donna Karen)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인 Clinton 

Global Initiative (CGI) 에 동참하여 자연재해와 저개발에 신음하고 있는 미주 

최대 빈국인 아이티 (Haiti) 에 대한 구호사업에 앞장서면서 이를 예술과 비즈 

니스의 영역으로까지 승화시키고 있다. 도나 카렌은 아이티의 절망적인 상황 

을 희망으로 연결시키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폐허속의 아이티 속에서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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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이 티의 돌, 동물의 뼈, 뿔 등을 소재로 한 Donna Karen의 작품 

적 가치를 발굴하였고, 이 나라의 자연과 토산품에 영적인 기운25)과 예술성 

이 있음을 간파하여 미국과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상업화에 성공하였다. 특 

히 자신이 만든 브랜드인 Urban Zen 등을 통해 아이티 산품을 상업화하여 

빈곤퇴치에 기여할 방안을 구상하는 등, 일회성 구호나 자선의 형태를 벗어 

나 문화 산업의 진홍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스리랑카 칸디 (Kandi)는 전통공예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계 모델 

(Sustainable Livelihood Model)을 구축한 대표적 사례이다. 스리랑카는 인도 

양의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인도양의 진주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UN 발 

전프로그램에 중소득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이다. 특히 공예에 발달한 칸 

디지역은 신할레스 왕조시절의 수도로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도시이 

다.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건축, 공예, 음악, 무용 등이 발달하여 문화적 중 

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중에서도 교외에 위치한 우던와라(Udunuwara), 

쿤다사라(Kundasala) 2개의 구역은 몇 대째 전통과 문화로 생계가 이루어지 

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의 공예기술은 가족단위로 발전되었는데, 보석장인, 

석공예장인, 목수 등이 커뮤니티를 구성한다. 장인들은 같은 마을의 아이들 

25) 아이터 인들의 의식세계에는 부두 (Voodoo)교 신앙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아프리카 토속신앙과 

가톨릭이 절묘하게 결합한 이 종교는 미국과 카리브의 아프로 인구를 중심으로 매우 널리 퍼져있 
다. 

- 69 -



<그림 -4> 아이티의 담배잎을 소재로 한 Donna Karen의 작품 

을 훈련시키고, 몇 대째 전통문화를 매개로 지식이 도제형태로 후손들에게 

전달된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전통을 통한 발전이 문화 다양성을 유지 

하며 커뮤니티의 발전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공예품 생산과 문화 

활동을 통해서 즉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구 

성원들의 삶의 자율성, 웰빙, 그리고 생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이득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유승호 외 2013) 

칸디의 생계모델이 성공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매개요인이 존재한 

다. 첫 번째는 공예 장인으로, 그들은 토착민들의 전통을 계승하며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었다. 지역 토착민들이 

어떻게 전통을 지키면서 문화적 자율성과 역량을 증대시켜 스스로의 발전에 

이르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칸디 지역의 장인들은 전통 속에 배태된 

문화예술 속에서 도구로서의 문화, 즉 물질문화로 대변되는 예술장르를 대표 

하는 중요한 부분을 수행한다. 두 번째로 칸디의 모델에서는 모든 가족구성 

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빈곤극복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개발 

도상국가에서 여성의 역할은 가계 수입에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인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노동활동 

에 참여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노점상, 단순 육체노동과 같이 특 

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밖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칸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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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성은 대대로 전통기술을 익히고 교육받으면서 경제활동의 주요역할을 

수행한다. 단순히 가사 일만을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닌 공예전문가로 성과를 

내면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은 

행 (World Bank) 이 발표한 2012 세 계 발전보고서 (World Development Report) 

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 수준의 향상은 다양한 사회적 제도 및 조직에서의 

여성 권익 개선, 자녀양육의 질 향상 등 다양하고 긍정적인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생산한다고 분석하고 있다.26) 마지막으로 칸디 지역 주민들은 전 

<그림 -5> 칸디의 공예품 

26)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2005 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조교육을 남녀가 

동등하게 받지 못하는 나라는 그만큼 높은 사회적 네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을 교 
육하면 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며 헤아릴 수 없는 사회경제적인 이득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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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커뮤니티의 정 

체성이 아울러 강화되어 구성원들 간의 관계성이 증가되고 있었다. 이는 소 

셜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연대감이 강하여 상호주의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는 사회경제적인 발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자본의 맥락과 일 

치 한다(Putnam, 1995, 유승호(2013)에 서 재 인용). 

결국 칸디 사례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요소는 전통, 장인, 혁신, 

여성, 그리고 커뮤니티이다. 경쟁력 있는 전통공예 산업이 존재하며, 자신의 

일에 자율성과 자부심을 가진 장인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고 교육시스템이 

지속되었으며, 여성의 지위상승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결 

과적으로 의부의 도움이든 자율적 이니셔티브이든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인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m .. 3 원주민 등 소수자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적 요인을 강조한 Nurse(2006, 45)）에 따르 

면 ‘문화적 지적 유산’ 분야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고 고려해야할 원칙은 첫 

째,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정책결정 및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 커뮤니티의 참 

여; 둘째, 문화와 자연유산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일반인의 접근성을 강화하 

며 효율적인 비용으로 유지관리; 셋째,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매니지먼트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 구축; 넷째, 재원조달과 거버넌스 확립 

을 위해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 지원; 다섯째, 전통적 지식과 문화적 가치를 

적절히 기록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여섯째, 커뮤니티의 전통적 가치와 원 

주민 지식을 기본 교육에 포함시킴; 일곱째, 원주민 언어의 교육과 출판 활 

동 장려 등이다. 

ADB는 2007-8년에 <발전에 있어서 원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역량 

개 발(RETA 39356—012 Targeted Capacity Building for Mainstreaming 

Indigenous Peoples Concerns in Development)> 이 라는 기 술협 력 사 업 을 통 

해 방글라데시, 중국,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 원주민 역량개발 사업을 시행하 

였다. 본 사업의 요소(Component)는 (1) 3개국 정부기관의 원주민 보호역량 

진단, (2) 각국의 현실에 적합한 해당 공무원 연수 교재와 툴킷 제작, (3) 수 

도 및 원주민이 소재한 다양한 지역에서 국별 워크샵 개최 및 민관 이해관 

계자 네트워크 구축 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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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원주민 인구는 3억 명에 달하며 그 중에서 75%가 

ADB의 지원대상국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해 혜택을 입기 보다는 희생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ADB의 평 

가실은 프로젝트 수행에서 원주민 집단에 대한 보호장치(세이프가드)를 권고 

하였고, 본 사업 이후에 ADB는 프로젝트의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과도 중시하게 되었다. 득히 아래 <표―2>에서 보듯이 ADB는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원주민 영향 평가 및 자체 진단 프레임도 제시하였다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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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원주민영향 평가, 자제 진단 맞 진단 툴 

ORGANIZATIONAL ASSESSMENT AND AUDIT TOOL 

Date: I Government I 
Agency: 

Assessment 
com oleted bv: 
Does your organization keep information on the cultural background, cust omary laws, 
indigenous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profile of indigenous peoples you are 
working with? Yes _ No 

If yes, how is this information collected and collated? 

If not, is there the capacity to start keeping this information? 

Identify any past o『 current programs o『 strategies that your o『ganization has implemented 
to inc『ease indigenous peoples participation in any deve lopment program. 

List below: Worked Did Not Work 

a . 

b. 

Identify any policy o『 planning documents that your organization h1as, or had, which 
addressed Indigenous peop!les' concerns in project development. 

LJst below: 

Hlow would you rate you『 organizat ion and st aff's current underst anding and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e and culture? 

口 Blind, fnsensit 1ve, unconcerned 
n Seldom Notice them 
□ 'Often Respond t 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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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 ll y awa re, sensitive, and r,esponsive 

Has your organization ever implemented any strat egies or training to increase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Indigenous peoplle and indigenous culture? 
Summarize details ofthe strategies or training: Worked DidNot Work 

a. 

b. 

Does your o『ganization have any ind igenous members, staff or volunteers? If so, are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utilized in planning and program implementation? 

Position Number of Staff/Member Function/Role 

Are you aware of how your o『gan izat ion is p,erceived by indigenous communit ies or 
indigenous peoples o『gan i zations? Yes N|O 
Note anyfeedback you have received and how you have or could gather this feedback: 

Has your service ever de liberately designed a strategy or project to increase indigenous 
peoplles access to your programs and services? Yes No 
Describe the strategies/outcomes Worked DidNot Work 

a. 

b. 
Comments: (Reflect on you『 strengths, weaknesses and what opportunities you can see as a 
government agency working with ind igenous peoples.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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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결론, 문화유산 ODA 전략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갇이 문화유산 ODA는 다양한 사업군으로 세 

분화할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유형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개발, ~전통 

문화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구축, ~원주민 등 소수자 보호를 중심 

으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경험 

과 지식을 수원국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보존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 

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유산 보존 협 

력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어 양국 간의 양자교류가 기틀이 되어 

이루어지거나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의 

해외문화재 공적원조 사업으로는, 2008년 베트남 후에 황성 디지털 복원, 20 

09년 호권 디지털 복원, 하노이 구도심 주민 참여형 보존체계 확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09년과 2010년 캄보디아와 스리랑카 등에 필요한 문화재 보 

존처리 장비 제공, 2010년과 2011년 몽골 및 라오스의 무형문화재 제도 구 

축, 세계기록유산 등재지원 워크숍 등이 있다. (http:I/blog.naver.comA)ostVi 

ew.nhn?blogId=cha50th&logNo=138454158) 앞으로 효과성 이 높은 문화유산 

ODA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갇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개도국 문화재 분야에 대한 기반 

연구와 정보교류 및 전문적 사업수행을 위한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특히 세 

계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장기 기반연구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문화유산 ODA의 하위 체계를 유형과 무형으로 분류하고, 대상 

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접근한다. 전형적인 사업 컴포넌트로는 

® 기본적인 하드웨어 유지 관리; @ 관련 인프라 구축과 유지; ® 독자적 
운영 능력을 위한 역량강화; ® 독창적인 문화 예술적 감수성과 전통의 확립 
등을 위한 컨설명 등이 있으며 각 사업에 따라 적절히 활용한다. 

셋째, 통합적 접근을 위해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기초 인프라 등 주변 

분야에 대한 지원을 연계하여 시행한다. 이를 위해선 일회성 사업보다는 장 

기적 종합적 사업을 추진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 사업을 대규모 장기 

적으로 지속하거나,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 프로그램을 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등 효과성 과 가시 성 (visibility)을 동시 에 확보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결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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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산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프로그램형 

개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문화유산 ODA를 성공하기 위해선 우리 원조의 고질적 문제점 

으로 지적되는 지나친 하드웨어 중심의 원조행태에서 탈피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와 연구 및 컨설팅 컴포넌트를 특별히 강화하고, 현지의 유능 

한 컨설턴트나 우리나라의 지역전문가를 적극 두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 

업수행 시 ‘문화’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발굴이나 시행에 

있어 상대지역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 

려할 때 진정한 원조일치 (alignment)가 가능하다. 동시에 수원국 참여 집단 

과의 교감을 통해 문화적 요소가 정치, 사회, 경제,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확 

보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중요 변수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다섯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인력과 기관 차원의 역량 

개발을 시행하여 스스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힘쓴다. 특히, 공여국이나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역 외부세력이 주도하는 상 

향식 지역발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이 자신의 개발을 스스로 주도하는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의 

존하기보다는 지역의 통제 하에 있는 투입요소의 개발을 통해 그 혜택을 지 

역에 귀속시키는 발전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내부의 화학적 변화를 유도하 

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한국의 비교우위 영역인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한 창조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하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빠지는 식의 일회성 

사업행태를 지양한다. 

일곱째, 문화유산 ODA의 대상 선정에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개발이 되지 않을수록 사업여건이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개발이 

성공할 경우 가시성과 개발효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수원국과 협의 

하는 가운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뛰어나면서 아직 개발/발굴/산업화되 

지 않은 유산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만하다. 반면 앙코르 유적 같은 세계적 

인 관광지의 경우 공여국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이트 선정 및 사업 

수행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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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2 

3 

4 

5 

6 

7 

<잠고자료-1> 세계문화유산 보존 일본 신탁기금 (Japan Funds-in-Trust fo『 the 

P『eservation of the World Cultu 『al He『itage) 지원현황 

Name of the Site Summary Period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works 1994-

Cultivation of human sources at Royal 1997-
University of Fine Art 2007 

Ancient Ruins of Study on Angkor inscriptions 1997-

Angkor (Cambodia) 
2007 

Hosting international meetings, such as those 
1990-of the International Coordination Committee 

Technical support to Angkor conservation 1992-
office 1998 

Creation of a preservation master plan, 
Ancient Ruins of preventative measures against erosion and 1993-
Jiaohe City (China) collapse of the cliffs, cultivation of human 1998 

resources 

Darning Palace Creation of a preservation master plan, 1995-
(China) repair work, creation of publicity materials 2003 

Monuments of Hue Preservation and landscaping of Ngo Mon 
1992-

City (Viet Nam) (the Noon Gate) of Hue City, cultivation of 
1995 human resources 

Wat Phu (Laos) Creation of a master plan, cultivation of 1996-
human resources 1997 

Historic Area of Creation of a master plan for repairs 1994-
Bagan (Myanmar) 1996 

Monuments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causes behind the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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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mandu Valley deterioration of the monuments, 
1997 

(Nepal) establishment of plans for preservation 

Ancient Ruins of Investigation of the ruins and the nearby 
1995-

8 Kharakhorum City area, map creation, establishment of the 
1998 

(Mongolia) scope of the ruins 

Monuments of 
Cultivation of human resources, revision and 

1992-
9 Moenjodaro (Pakistan) 

strengthening of publicity activities, 
1997 

improvement of the research facilities 

Implementation of preservation and 

10 
Gandhara Bhuddist restoration pilot projects, cultivation of 1993-
Monuments (Pakistan) human resources, investigation of the 2008 

distribution of the monuments 

Cultivation of human resources, 
Monuments of investigation of the causes behind the 

1992-
11 Paharpur Vihara destruction of the monuments, 

1997 
(Bangladesh) establishment of plans for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Monuments of 
Cultivation of human resources, 

1992-
12 Bagerhat (Bangladesh) 

investigation of the causes behind the 
1997 

destruction of the monuments 

Buddhist Monuments Map creation through aerial photography, 
1994-

13 of Sanchi and afforestation and irrigation, repairs to the 
1999 

Satdhara (India) temples and other structures 

Monuments of the 
Creation of a survey map, repairs to the 1990-

14 Malwatta Vihara 
Complex (Sri Lanka) 

temples and other structures 1996 

Donation made to the UNESCO Campaign 

15 
Monuments of Nubi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ubia Museum 1988-
(Egypt) in Aswan and the National Museum of 1989 

Egyptian Civilization in Cairo 

Investigation of the causes behind the 
1998-

16 Chogha Zanbil (Iran) deterioration of the site, creation of plans for 
ongoing 

repairs, partial repair of the ziggurat 

17 
Probota Monastry 

Repairs to the monastery and the frescoes 
1996-

(Romania) 2001 

Kuntur Wasi Preservation and repair of the temple 
2000-

18 Prehistoric Temples podiums and the stone stairs, preservation 
2005 

(Peru) treatment for the carvings 

Fayaz Tepa Buddhist 
Preservation treatment for the remains, 

2000-
19 establishment of partial roof coverings, 

Remains (Uzbekistan) 
repairs to the stupa 

2006 

Investigation of the causes behind the 

20 
Moai Sculptures of deterioration of the structures, 2002-
Easter Island (Chile) implementation of preservation and repair 2006 

pilot projects, cultivation of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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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Paintings of the 
Repairs to the wall paintings, cultivation of 2003-

21 Royal Tomb of 
Amenhotep III (Egypt) 

human resources 2005 

22 
The Royal Palaces of Repairs to the interior of the palaces, 2002-
Abomey (Benin) cultivation of human resources 2005 

Otrar Tobe 
Data collection, cultivation of human 

2001-
23 (Kazakhstan) 

resources,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2005 

preservation work 

Kumtura Thousand 
Data collection, investigations and 

2001-
24 Buddha Caves (China) 

experiments,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2009 

and plans for preservation 

25 
Longmen Grottoes Data collection, investigations and 2001-
(China) experiments, cultivation of human resources 2009 

Monuments of Preservation of the wall paintings, 
2003-

26 Bamyan Valley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fixing of the 
ongoing 

(Afghanistan) niche of the Great Buddha 

Historic Area of 
Surveying and repairing of the houses 

2003-
27 Plovdiv (Bulgaria) 

within the historic district, cultivation of 
2006 

human resources 

Monuments of Data collection, investigations, establishment 
2003-

28 Krasnaya Rechka of preservation plans, emergency 
2006 

(Kyrgyzstan) preservation measures 

29 
San Sebastian Preliminary investigations, preservation and 2003-
Fortress (Mozambique) repairs, cultivation of human resources 2009 

Iraq National 
Reconstruction of the laboratory for repairs 

2004-
30 Museum(Iraq) 

and restoration work, cultivation of human 
2010 

resources 

31 
Barn's Cultural Dispatch of a specialist mission, 2004-
Heritage (Iran) skill-building training 2009 

32 
Ruins of Ajina-Tepa Scientific investigations, master planning, 2005-
(Tajikistan) preservation of the stupa 2008 

Tiwanaku and the 
Establishment of plans for management, 

33 Akapana pyramid 
cultivation of human resources (preservation 

2008-
(Bolivia) 

management, excavation technology, et 
cetera) 

Cultural Heritage Academic support for evaluation of value; 
34 complex of Thang Support for preservation measures; Support 2010-

Long (Vietnam) for the preparation of a management plan 

Monuments of 
Structure-preservation measures; 

35 Lumbini (Nepal)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Creation of 2010-
comprehensive master plan 

36 
Silk Road -Support On-site documentation training at the 

2010-
for Documentation for monuments; Capacit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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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8 

Recommendation to 
World Heritage 
(Kazakhstan, 
Kyry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Uzbekistan) 

Mural Paintings in 
Cappadocia (Turkey) 

Assistance to World 

Investigation and preservation technology 
research; Pilot preservation projects; 
Capacity Building 

Heritage Site Museums I Field training and theoric study, Site 
(Cambodia, Laos, and I museum 
Vietnum) 

Capacity building to 
support the 
conserv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and 
enhance sustainable 
development of local 

2011-

2011-

39 I communiti communities in Small 
Coordinating exchanges of information on 
and support to activities implemented as 
part of the Mauritius Strategy 

2011-

40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the Caribbean, 
Africa(Atlantic and 
Indian Oceans) and 
the Pacific) 

Kasubi Tombs 
(Uganda) 

Creation of a prevention scheme for 
reconstruction 

2013-

<참고자료-2> 무형유산 보호 일본 신탁기금(Japan Funds-in-Trust fo『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지원현황, 완료사업 

Project Title Place Period 

International Expert Group Meeting on the 
1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France (Paris) Jun-93 

Heritage 

2 
Preservation of the Han Nationality Intangible 

China 1994 -1998 
Cultural Heritage 

3 
Publication of an Atlas of Endangered Languages in 

1994 -1996 
the World 

Protection and Promotion of Minority Chinese 1994 
4 Nationalities' Fork Tales, Poems and Other China -December 

Nonphysical Cultural Heritage in Danger of Extincti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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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xpert Group Meeting on the 
5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the Intangible Viet Nam Mar-94 

Cultural Heritage in Viet Nam 

Follow-up of the International Expert Group Meeting 

6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Viet 

Viet Nam 1995 -1998 
Nam(Publication of a book entitled The Sadang of 
Viet Nam) 

7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reservation and 

Japan (Tokyo) Sep-95 
Promotion of Traditional Culture in East Asia 

8 Regional Workshop of East Asian Lacquerware Myanmar Feb-96 

International Expert Meeting for the Safeguarding 
Lao People's 

9 
and Promo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Democratic Oct-96 
the Minority Groups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republic 

Publication of a Book on 53 Ethnic Groups in Viet 
July 

10 Viet Nam 1997-December 
nam 

2000 

Publication of a Book on 47 Minorities Ethnic 
Lao People's July 

11 
Groups 

Democratic 1997-December 
Republic 2000 

July 
12 Regional Workshop on East Asian Lacquerware Myanmar 1997-December 

2000 

13 Publication of a Book on East Asia Lacquerware Myanmar Jul-97 

14 Central Asian Epics International Symposium -Festival Mongolia Aug-97 

World Survey on Application of the Recommend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15 adopted in 1989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Washington 

Jun-99 
Culture and Folklore 

D.C.) 

16 
Safeguarding of Mongolian Intangible Cultural 

Mongolia 
August 

Heritage 1999-May 2002 

17 
Symposium on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Ceramic 

Uzbekistan 
September 

Techniques in Central Asia "Blue of Samarkand" 1999-July 2000 

Fiji, Papua 

Indigenous Languages: Revitalization and Preservation 
New Guinea, June 

18 Solomon 2000-Februa ry 
in Melanesia and the Pacific (phasel) 

Islands, 2003 
Vanuatu 

Preparatory Activities for the Second Proclamation of 
Spain 

June 
19 Masterpiece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2000-0ctober 

Humanity (phasel) 
(Eiche) 

2001 

20 
Workshop on Transmission of the Traditional 

China 
July 2000-July 

Technique of Costume-making of the Mial/Hmong 2002 

- 83 -



people 

August 
21 Rehabilitation of the Performing Arts in Cambodia Cambodia 2000-August 

2001 

22 
Revised Edition of the An Atlas of the World's August 
languages in Danger of Disappearing 2000-April 2001 

National Programme for the Safeguarding and September 
23 Develop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Lithuania 2000-September 

Lithuania 2001 

Artisans of SouthEast Asia: Symposium ,Workshop Japan 
March 

24 and Exhibition for the Preservation and Inheritance of 
2001-April 2001 

Traditional Textile Making Skills (Osaka, Kyoto) 

Establishing of a National Inventory of the 
May 

25 Bhutan 2001-Decem ber 
Performing Arts of Bhutan 

2004 

Awareness raising for the project "Proclamation of 
September 

26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France (Paris) 
2001-April 2002 

Humanity 

Training Course for the System Entitled "Living Philippines, 
September 

27 2001-March 
Human Treasure" Japan (Tokyo) 

2001 

2001 Regional Seminar for Cultural Personnel in Asia 
September 

28 and the Pacific on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Japan (Tokyo) 
2001-April 2002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International Meeting of Experts on Intangible 
Brazil (Rio de 

December 
29 Cultural Heritage, 22-24 January 2002, Rio de 

Janeiro) 
2001-Decem ber 

Janeiro, Brazil 2003 

May 
30 The Kunqu Opera China 2002-Decem ber 

2004 

UNESCO 
(Countries 

Creating a Multimedia Database of Masterpieces of 
concerned: 

December 
India, China, 

31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 First 
Morocco, 

2002-Decem ber 
Phase ) 

Georgia, Belize 
2005 

[Honduras, 
Nicaragua])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Intangible Cultural 
December 

32 France 2002-March 
Heritage ( Phase : I ) 

2003 

Preparatory Activities for the Second Proclamation of January 
33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France 2003-December 

Humanity(phase 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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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up to the Blue of Samarkand" Project: 
January 

34 National Inventory Revival of the Traditional Uzbekistan 
Ceramics of Uzubekistan 

2003-May 2007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the Zapara 
January 

35 Community 
Peru, Ecuador 2003-September 

2007 

36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Intangible Cultural 

France Feb-03 
Heritage (Phase : II) 

37 The Hudhud chants of the Ifugao Philippines 
May 
2003-April 2008 

38 The Cultural Space of the Boysun District Uzbekistan 
May 2003-June 
2006 

July 
39 Georgian Traditional Polyphony Georgia 2003-November 

2006 

Public Awareness Campaign in Colombia On the July 
40 Importance of Safeguarding the oral and Intangible Colombia 2003-September 

Heritage 2005 

Benin, Nigeria, 
October 

41 The Oral Heritage of Gelede 2003-December 
Togo 

2007 

January 
42 Kutiyattam, Sanskrit Theatre India 2004-Februa ry 

2007 

March 
43 The Cultural Space of Jamaa el-Fna Square Morocco 2004-Decem ber 

2008 

44 Lithuanian Cross - Crafting and its Symbolism Lithuania 
April 2004-July 
2005 

July 
45 Traditional Money Banks in Vanuatu Vanuatu 2004-January 

2007 

September 
46 The Traditional Music of the Morin Khuur Mongolia 2004-September 

2007 

December 
47 The Wayang Puppet Theatre Indonesia 2004-November 

2007 

December 
48 The Woodcrafting Knowledge of the Zafimaniry Madagascar 2004-September 

2008 

The Polyphonic Singing of the Aka Pygmies of 
Central 

December 
49 African 

Central Africa 
Republic, 

2004-Jul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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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Congo 

Tajikistan, 
January 

50 Shashmaqom Music 
Uzbekistan 

2005-0ctober 
2007 

January 
51 The Lakalaka,Dances and Sung Speeches of Tonga Tonga 2005-Decem ber 

2008 

Preparatory and follow-up activities for the Third January 
52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2005-November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2007 

53 The Safeguarding of the Carnival of Barranquilla Colombia 
January 
2005-April 2009 

January 
54 Nha nhac-Vietnamese Court Music Viet Nam 2005-March 

2009 

Republic of 
February 

55 The Art of Akyns, Kyrgyz Epic Tellers 2005-0ctober 
Kyrgyzstan 

2009 

56 Vanuatu Sand Drawings Vanuatu 
March 
2005-July 2008 

June 
57 La Tumba Francesa Cuba 2005-August 

2008 

November 
58 The Royal Ballet of Cambodia Cambodia 2005-Decem ber 

2008 

Fiji, Papua 

Indigenous Language Revitalization and Preservation 
New Guinea, January 

59 Solomon 2006-0ctober 
in Melanesia and the Pacific ( Phase II ) 

Islands, 2009 
Vanuatu 

March 
60 The Song of Sanaa Yemen 2006-January 

2009 

Belize, 

61 Garifuna Language, Music and Dance 
Guatemala, April 
Honduras, 2006-June 2009 
Nicaragua 

July 
62 Oral and Graphic Expressions of the Wajapi Brazil 2006-September 

2008 

63 The Mask Dance of the Drametse Ngacham Bhutan 
November 
2006-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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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raditional Games of the Afar and the Somali people 
December 

64 Djibouti 2006-March 
in the Horn of Africa 

2009 

65 Taquile and its Textile Art Peru 
December 
2006-June 2009 

Photo Exhibition around the UNESCO(Living 
February 

66 
Heritage-voyage to the heart of the intangible) 

2007-August 
2008 

September 
67 Barkcloth Making in Uganda Uganda 2007-August 

2009 

Organization of a Sub-regional Meeting in the 
October 

68 Pacific for the Promotion of Convention for the Fiji 
2007-July 2008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ngs of the Moon" Safeguarding traditional Swahili Tanzania February 
69 music from Zanzibar(Unguja&Pemba) and the (Zanzibar), 2008-Februa ry 

Comoros Comoros 2009 

Organization of a consultation workshop in Papua Papua New 
March 

70 
New Guinea on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Guinea, 17 

2008-Decem ber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other countries 

2008 
Heritage in Oceania 

Kenya, 
April 

71 Safeguarding Traditional Somali Performing Arts 
Somalia 

2008-September 
2009 

Invent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ir 
June 2008-July 

72 bearers in Burundi, Organizations of Promotional Burundi 
2009 

activities 

Organization of a sub-regional capacity building 
Tonga, 17 

workshop in the Pacific and a national consultation October 
73 

meeting in Tonga on the Convention for the 
other countries 

2008-May 2009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ceania 

December 
74 The Mbende Jerusarema Dance Zimbabwe 2006-Decem ber 

2009 

Malawi, November 
75 The Gule Wamkulu Mozambique, 2006-Decem ber 

Zambia 2009 

October 
76 The Makishi Masquerade Zambia 2006-Decem ber 

2009 

November 
77 The Vinbuza Healing Dance Malawi 2006-Decem b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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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ltural Space of the Brotherhood of the Holy Dominican 
April 

78 2005-December 
Spirit of Congo's of Villa Mella Republic 

2009 

November 
79 The Chopi Timbila tradition Mozambique 2006-Decem ber 

2009 

Preparation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80 working group on Operational Directives of the 2003 France Mar-10 

Convention 

81 The Cultural Space of the Yaaral and Degal Mali 
November 
2006-April 2009 

82 The Duduk and its Music Armenia 
November 
2006-April 2009 

April 
83 El Gueguense Nicaragua 2007-December 

2009 

April 
84 Carnaval de Oruro Bolivia 2005-0ctober 

2011 

December 
85 Albanian Folk Isa-Polyphony Albania 2006-March 

2010 

Action Plan for the Identification and Promotion of May 
86 the Sacred Songs of the Voodoo Cult of Dereal Haiti 2008-Februa ry 

Lakou 2010 

October 
87 Baul Songs Bangladesh 2008-0ctober 

2010 

January 
88 The Cultural Space of Sosso-Bala Guinea 2002-January 

2008 

Organization of a series of national consultation 
Palau, Cook 

89 
meetings on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slands, 3 other 
July 2009-June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five Pacific 
countries 

2011 
countries 

January 
90 The Mugam of Azerbaijan Azerbaijan 2006-September 

2011 

91 The Ifa Divination System Nigeria 
November 
2006-June 2011 

Gambia, 
November 

92 The Kankurang, Manding initiatory rite 
Senegal 

2006-Marc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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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93 Safeguarding of Cimboa Cape Verde 2008-March 

2011 

Photographic documentation of intangible heritage 
September 

94 in Kenya 
Kenya 2010-0ctober 

2011 

95 The Batammariba of Koutammarkou Togo 
April 
2007-June 2009 

Safeguarding traditional foodway of two communities 
September 

96 in Kenya 
Kenya 2009-Decem ber 

2012 

97 
Contribution in favor of the sub-fund to be used 

UNESCO Jun-11 
exclusively for enhancing the human capacities 

<참고자료-3> 무형유산 보호 일본 신탁기금(Japan Funds-in-Trust fo『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지원현황, 진행사업 

Project Title Place Period 

1 The Traditional Medicine Kallawaya Bolivia March 2007-

Strengthening their capacities for effective safe 
2 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UNESCO June 2011-

the secondment of a Japanese expert 

Bhutan, 
Cambodia,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ongolia, 
November 

3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capacities Nepal, PNG, 
2011-

in Asia and the Pacific Samoa, Sri 
Lanka, 
Timor-Leste 

Strengthening national capacities for effective Argentina, 
4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araguay, June 2012-

Argentina, Paraguay and Uruguay Urugua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Belize, Jamaica Belize, 

5 
and Trinidad and Tobago through strengthening Jamaica and 

June 2012-
their capacities for implementation of the Trinidad and 
Convention Tob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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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개도국 지원사업의 현재와 미래 

황원규 |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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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원사업의 현재와 미래 

- 「문화와 발전」 논의를 중심으로 

황 원 규 | 강릉원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1. 21세기 조 국제개발협력 환경의 변화 
21세기를 맞으며 국제개발협력계의 환경은 엄청난 변화과정 속에 놓여있다. 

국제개발협력계를 둘러싸고 있는 몇 가지 주요한 환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정치적 측면 

우선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지난 수세기동안 이어온 서구 열강의 주도권 

이 신흥국, 특히 BRICs 국가들의 등장으로 급격히 약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인구분포 및 군사력의 측면에서도 관찰될 수 있으나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가장 신빙성 있게 제시되고 있다. UNDP(2013)의 집계에 의 

하면 지난 150년 만에 처음으로 2012년 중국, 인도, 브라질 3국 경제의 합이 전 

통적인 서구경제의 중핵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와 캐나다 6개 나 

라(G-6) 경제규모를 합한 크기를 초월하였고 향후 두 그룹 사이의 경제력 차이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1950년에 이 세 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0%에 불과하였으나, 이들의 경제적 비중은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7국가의 위상보다 커질 전망이다. 21세기의 국제사회는 이들 신흥국 

과 기존 서구열강 사이의 정치·군사적 세력균형이 재편성 (re-balancing)되고 있는 

중이다. 

국제경제적 측면 

국제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의 실물 및 금융시장이 통합되면서 국가 간의 상 

호의존성 (interdependence) 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질화의 경향과 이질화의 경향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지구 전체로 볼 때 신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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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ing countries)과 개 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ies)의 성 장률이 선진국 

(Advanced countries)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1인당 소득격차를 축소시키 

는 과정인 ‘수렴 (convergence)현상’이 발견되고 있다.27) 득히 2008년 이래 지속 

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서구 유럽의 경제가 침체를 거듭하여 이들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던 위상이 점차 쇠퇴되어 가고 있는 반면, 개발도 

상국 경제 일반은 비교적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총량 경제규모로 비교한 전 

통적인 남-북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불평등 구도의 확산 

위에서 언급한 남-북 이분구도 속에서의 수렴현상과는 반대로 고소득국과 저 

소득국 간의 소득격차와, 같은 나라 안에서의 계층 간 소득격차는 급격히 확산되 

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구조가 악화되는 ‘발산(divergence)현상'도 발견되고 있 

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005년에 최상위 1%의 부자들이 전체소득의 13.8%를 

가져간 반면, 하위 20%의 인구는 불과 1.27%의 소득만을 가져갔을 뿐이다. 

(Milanovic, 2011) 불평등이 누적된 상태인 자산격차는 해마다의 소득격차를 능 

가하고 있다. 즉, 세계 최상위 20%가 세계 부의 94%를 소유하고 있고, 최상위 

10%가 8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상위 2%가 세계 부의 50% 이상을 소유하 

고 있으며, 최상위 l%가 43%의 부를 소유한 반면, 최하 80%의 사람들은 불과 

6%의 부만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최상위 300명의 부는 최극빈층 30억 명의 부 

와 비견할 만큼 범세계적인 부의 편중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Credit Suisse 

Bank, 2013) 

세계의 빈곤 인구 

세계은행에 따르면 하루 1.25불(2005년 가격)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 인구의 

비율은 1981년 52%(19.4억 명)에서 1990년 43%09.1 억 명)로 감소하였고, 2010 

넌 21%(12.2억 명)까지 감소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에도 

2015년에 약 10억 명의 인구가 극빈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극빈인구의 분포는 1980년대 초까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가장 많았으나, 중국 

경제의 도약과 더불어 절대빈곤층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2008년에는 인도가 포함 

된 남아시아가 가장 많은 극빈층 인구를 포함하고 있고, 아프리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2010년에도 50%의 사람들이 극빈층에 속해 극빈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극빈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과 박탈의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 하루 2불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인구는 2010년 현 

재 약 24억 명으로 1981년의 25.9억 명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7) 국제통화기금은 이런 수렴화의 원인으로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간 
무역 및 두자가 연계되는 현상. 둘째,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반면 선진국에 

서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동. 셋째,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국민총소득 대비 투자 
의 비중이다. (Dervi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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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5년 기준 전 세계 40%의 사람들이 하루 2불 이하로 살고 있고, 80%의 

사람들이 하루 10불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21세기는 인류 최초로 절대빈곤을 지구상에서 

추방할 수 있는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시점이다. OECD(2013)의 보고서는 같은 해 

제출된 Post 2015 유엔고위급 보고서 (UN, 2013)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경제성장 

이 지속되고 현재와 같은 범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질 경우 2030년까지 절 

대빈곤인구가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주체의 확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적인 대개도국 개발원조의 주류적 활동은 

OECD-DAC 회원국들인 서구의 선진공여국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개발협력계의 특징 중 하나는 글로벌 개발협력 의사결정의 참여주체들이 선진국 정 

부 뿐 아니라 수원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까지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3년 이래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일련의 고위급 회담(HLF)을 개최하는 가운 

데 공여국 뿐 아니라 수원국의 역할이 강조되고,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도 독려되었 

다. 한편 유엔은 새로운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 

여 반기문 사무총장의 리더십으로 Global Compact라는 민간기업이 개발협력에 참 

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다. 2011년 제 4차 부산 고위급 회담에서는 중 

국, 인도 등 신흥공여국들의 역할을 보장하고, 개발원조가 OECD의 일방적인 주도 

가 아닌 다자간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가 참여할 수 있는 장(場)이 될 수 

있도록 유엔까지도 참여하는 Global Partnership이란 새로운 협의 기구를 발족하였 

다. 

범세계적 관심의 부활 

21세기는 개발협력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관심이 촉발된 시기이다.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2000년 9월에 개최된 새천년개발정상회의로 유엔 회원국 전 

체의 이름으로 2015년까지 지구상에서 절대빈곤과 기초적인 보건문제 등을 해결하 

기 위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에는 

MDGs 추진을 위한 개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몬트레이 개발재원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21세기 들어 개발에 관한 관심은 선진국 최정상들의 협의체인 G―7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어 2005년 고도채무최빈국(HIPCs)들에 대한 부채탕감조치를 이루 

어 내었다. 한편 2008년 미국의 급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협의체인 G―20회의에서도 2010년 서울회의 

를 기점으로 개발안건이 채택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중 가장 큰 줄기는 2015년 MDGs 종료 이후 국제사회가 과연 어 

떤 목표를 향해 매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Post—2015 의안선정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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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원조 및 개발재원의 동향 

원조무용론, 원조회 의 론, 원조피 고론(aid fatigue)과 같은 회 의 적 인 시 각이 지 

배하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지구촌에서 절대빈곤 

을 퇴치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다시 한 번 경주되었다. 이러한 재각성의 

시대를 맞아 선진 각국들에서는 일찍이 1970년대 초반 피어슨위원회에서 제기된 

국민소득 대비 0.7%의 공적해외원조(ODA)를 제공하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 

였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5년 Gleneagles G-7정상회담에서 18개 고도 

최빈국(HIPCs)의 부채 400억불을 탕감해 주는 통 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 

댜28) 

그러나 2008년 초래된 세계 금융위기는 이러한 낙관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따르면 2012년 DAC회원국의 공 

적개발원조 액수는 1,259억불로 당해 연도 국민총소득 대비 0.29% 수준에 머물 

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OECD, 2013) 이 금액은 실질가격으로 환산할 때 

전년 대비 3.9%가 감소된 액수이고, 2010년에 비해서는 6.0% 적은 액수이다. 

2012년의 ODA 예산의 감축은 1997년 이 래 가장 큰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고, 연 

속하여 2년 동안 ODA 지원액수가 삭감된 것도 1990년 중반 이후 처음 빛어진 

일이다. 특히 재정적자가 국민총소득의 10% 가까이 육박하는 스페인과 그리스에 

서는 국내에서의 재정압박으로 2010년-2012년 사이 ODA 규모가 각각 -66.7% 

와 -34.5%만큼 삭감되었다. 반면 한국과 스위스의 ODA 기여액은 동기간 동안 

각각 +25.0%와 +17.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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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DAC 회원국의 기여도가 낮아진데 비해 29) 비 DAC 회원국들의 중요성 

28) 2005년의 제31차 Gleneagles G-7회의는 이 밖에도 국민총소득 대비 ODA의 비중을 2010년까지 0.56%, 
2015년까지 0.7%까지 올릴 것을 의결하였으며, 당시 G-8 회원국인 러시아는 물론,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 
코, 남아공 및 에티오피아 국가원수에 유엔과 세계은행의 수장을 초청하여 수년 후 발족되는 글로벌 정책조정 
기구인 G-20의 전형을 제시한 회의였음. 

29) 특히 DAC 회원국 중 전통적으로 개발협력의 주류역할을 해왔던 EU회원국의 기여 비중이 2012년에는 51% 
에 머물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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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의 ODA 공 

여액은 50억불을 달성하여 대부분의 DAC 회원국보다 많은 액수를 제공하고 있 

댜 중국, 터키, UAE 및 인도, 브라잘 러시아 등도 점진적으로 그 액수를 늘려가 

고 있는 추세이다. 양허성 차관을 포함한 ODA 성격을 갖는 개발재원의 지원까지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개발자금 지원액은 아래 그림과 같다. 

주요 공여국의 0DA류의 양허성 개발재원 지원액 (2011 년) 

출처: OECD (2013) 단위: 10억불 (경상가격) 

3230282624222018161412108642 

국별 사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개발도상국 전체로 볼 때 개 

발재원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접차 그 중요성이 저하되고 있다. 2011과 

2012년 두해 모두 ODA의 비중은 순 민간부문자본 유입액의 절반 이하로 비중이 

낮아진 상태이다. 즉, 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원은 더 이상 ODA가 아닌 민 

간부문의 해외투자와 해외송급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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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st-MDGs 설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사회는 근년 들어 현행 MDGs가 완료되는 시점인 2015년 이후에 새로운 

개발협력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제사 

회의 준비과정은 크게 유엔 본부가 주도하고 있는 Post-2015 의안설정과정과 유엔 

지속가능회의 (UNCSD), 즉 Rio+20의 틀 안에서 정부 간 대표들의 활동인 SDGs의 

두 가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 밖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유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인 의견서를 제시하기도 하고 있다. 

UN의 주도적 노력 

2010년 9월에 개최된 「UN Summit on the MDGs」 는 MDGs의 성과를 2/3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 

사회 의 분발을 촉구하는 결과보고서 인 『Keeping the Promise: United to 

Achieve the MDGs』 를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UN은 2015년 이후 새로운 개발 

목표에 대한 좌표설정을 위해 범 유엔산하기구가 참여하는 UN System Team을 

결성하여 새로운 개발목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보고서 작성을 요청 

하였고, 그 결과가 2012년 6월 사무총장에 게 제출된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 이다. 이 보고서는 인권, 형평, 지속가능성이란 3대 가치에 기반을 

두고 MDGs 이후의 새로운 개발목표가 포용적 사회개발, 포용적 경제개발, 지속가 

능한 환경, 평화와 안전이란 4가지 총체적 접근법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 

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post—MDGs 기획을 위한 통합적 구조틀은 아래 

그림과 같다. 

UN System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2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은 27인의 저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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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30)들에게 2015년 이후 지구촌이 추진해야할 개발목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2013년 5월 최종 보고서인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UN, 2013)를 접 수하였 다. 

이 보고서에서는 5개의 변환축(Transformative Shifts)으로 ® 소득, 성별, 인종, 
계층 등으로 삶이 차별받지 않는 무방치(無放置, Leave No One Behind)의 원칙, 

2 지속가능발전 최우선시 (P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Core), ® 고용 
및 포괄적 성 장을 위 한 경 제 변환(Transform Economies for Jobs and Inclusive 

Growth), @) 평 화구축 및 공공기 관 역 량강화(Build Peace and Effective, Open 

and Accountable Public Institutions), ® 새 로운 글로벌 협 력 체 계 구축(Forge a 

New Global Partnership)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은 12가지의 

예시적 목표(Illustrative Goals)를 제안하고 있다. 

ILLUSTRATIVE GOALS 
ANDTARGETS -
m· · .. ··--·· 

Ei··도또 

m ;순흥문母? 曰l !；；묘군곤,'： E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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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GLOBAL PARTNERSHIP 

The Report of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 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post2015hlp.org 

30) 고위급 패널은 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 Ellen Johnson Sirleaf 라이베리아 대통령, 
David Cameron 영국 수상의 3인이 공동의장을 맡았고, 한국에서는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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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는 별도로 유엔 산하 기구인 UN Women과 UNDP가 주관이 되어 32 

개 유엔 산하 기관들이 「유엔개발그룹(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 의 

이름하에 88번의 국별 대화, 11번의 주제별 회의와 의견수렴의 플랫폼인 「World

We Want」 를 운영하면서 범세계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A Million Voices: 

The World We Want" (UNDG 2013)란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보편적 

인 지구인들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그려보기 위해 국제사회의 우선순위 16개 항 

목에 대해 전 세계 각국의 82만 명 이상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하였다.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한 항목은 교육과 보건 분야로 집계되 

었다. 

이러한 주요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유엔사무국은 2013년 제 68차 유엔총회에 "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DGs and 

Advancing the UN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이 란 사무총장의 보고서 

를 결의안으로 제출하고 이를 채택하였다. (UN총회 의결문 A/68/202, 2013년 7월 

26 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의제설정 과정 

국제사회는 2012년 Rio+20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UNCSD)를 통해 채택된 "The Future We Want"란 의견 보고서를 2012년 6월 

유엔에 제출하였다. (UN 회의록 A/CONF.216/Al*, 2012년 6월 19일) 이 보고서 

를 통해 정부 간 회의는 post-MDGs의 주류 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SDGs)을 제시 

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브라질과 이태리가 상임 간사국으로 

주관하는 '고위급 정치포럼 (High-level Political Forum)’과 케냐와 헝가리가 상임 

간사국으로 주관하면서 70개국을 대표한 30석의 대의원들이 참가하는 Open 

Working Group(OWG)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SDGs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 재원확보 전문가 위 

원회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 를 가동하 

고 있다. 이들 세 기구는 SDGs에 관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조율하고, 재정확보방안 

등 실천방안을 준비하여 2014년 유엔총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는 유엔총회의 권고에 따라 2015년 이후 새로운 개발목표를 구체 

화하고, 개발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간 회의가 시작될 것이고, 2015년 중 UN 

특별총회를 통해 2030년까지 추진해야 될 범지구적 개발의제를 채택할 것으로 전 

망된다. 

4.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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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시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전통적인 고유문화나 가치는 서구식 경제발전 

의 장애요인이나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근대화(modernization) 이론 

가들은 한 사회가 전통사회로부터 벗어나 산업사회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 

로 전통적 가치나 규범, 제도의 탈피를 주장(예: Gunnar Myrdal, W. W. 

Rostow, Daniel Bell)하였고, 20세기 초 동양의 많은 정치개혁가들과 사회주의 

운동가들도 이러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혁명을 꿈꾸어 왔다. 그러나 Max Weber 

에서 Samuel Huntington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전통사회의 문화와 

가치는 쉽게 변질되거나 경제적 유인에 의해 불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 

서 경제발전을 저하시키지만) 경제발전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구조적 요인으로 주 

장되어 왔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경제성장의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제발전론 이론서에서 

문화적 변수는 경제성장을 직접적으로 촉진 혹은 저해하는 외생적 변수라기보다 

는 나라별로 나타나는 경제성장의 차이 중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하는 잔 

존변수(residual value)로 사용되 기 도 하였다. 

20세기 초반 일본의 경제적 도약 이전까지 한때 경제발전은 오로지 서구적 시 

스템과 가치 속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을 위시한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발전과정을 바라보면서 비서구 사회의 가치(특히 유교적 

가치)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재평가(예: 이광요 수상, UNESCO 1996 

등)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문화와 가치를 계량화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문화가치와 경제성향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학계 일각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미국 미시간대학교에 의해서 시도 

된 ‘세 계 가치 조사(World Value Survey)를 소개 하기 로 한다. 

세 계 가치 조사(World Value Survev) 

미국 미시간대학교의 잉글하트와 베이커 교수는 세계 인구의 75%를 점하는 

65개 사회에서 경제발전이 가치관의 변화에 반응하는 상관성을 발견하였다. 즉, 

한 사회의 경제는 합리성, 관용성, 신뢰성 그리고 참여적 가치의 증진에 따라 발 

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nglehart and Baker, 2000) 이 조사에서 65개 사회 

는 9개의 가치관을 가진 그룹으로 재편되고 이들 사이의 가치정향이 국민소득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가치정향이 

쉽게 변하지 않고, 많은 사회에서 전통적 가치가 반영구적인 지속성을 가짐을 보 

여주고 있다. 

문화와 발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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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 1.s 2.0 

Universal 

해 유네스코는 

of International Cultural 

UNESCO의 주관으로 『세 계 문화정 책 회 의 (The 

Cultural Policies) 』 가 멕시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선언 

문은 전문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이 중 10조에서 16조까지의 7개 조항이 ‘개 

발의 문화적 차원’이란 별도의 장으로 분류되어있다.34) 1986년 유엔이 발전권 

(Development Rights)35)을 인권의 영역으로 고양시키면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과연 문화권과 발전권을 여하히 조화시키느냐하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1980 

년대 유네스코는 『문화발전의 10년 (World Decade for Cultural Developmen 

t) 』 （ 1988-1997)을 지정하여 문화발전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1996년 유네스코는 페루대통령 출신의 Perez de Cuellar을 의장으로 

『우리 의 창조적 다양성 (Our Creative Diversity) 』 이 란 제 하의 

1982년에는 

Conference on 

World 

하여 

0l 며 
口 0 

보고서를 

31) r세계인권선언』 제27조 1항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과 

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32) 『경제사화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서약』 제 15조는 "본 서약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모든 국민들이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과학적 진보와 응용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과학적, 문학적, 예 
술적 생산품으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33) 『국제문화협력원칙선언』 제 1조 제 1항은 "모든 문화는 촌중되고 보촌되어야할 촌엄성과 가치를 가진다.” 제 
2항은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4) 『세계문화정책회의 멕시코시티 선언문』 제 10조는 "문화는 개발과정의 근원적인 차원이며, 국가의 독립, 주 
권, 정체성을 강화하여 준다.”고 하고 있고, 제 11조는 "발전을 인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 14조는 "인 
간은 발전의 원천이자 목표이다.”라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35) 『개발권에 관한 선언문 (Declaration on the Rights to Development) 』
및 행동강령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1986)은 1993년의 비엔나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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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개발이 "인간 선택의 확장과정"이라면, 문화는 "함 

께 사는 방법이자 개발의 목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화 

사회를 맞아 상호의존성이 점차 높아지는 지구촌에서 상이한 문화와 가치를 가진 

인류들이 함께 살고 번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범세계적 윤리 (global 

ethics)”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원성에 대한 관용과 존중 및 ‘다름의 즐거움'에 기 

반을 둔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36) 이를 위해 수년 내에 ‘문 

화와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주창하였다. 유네스코는 1982년 

멕시코회의의 후속사업으로 199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발을 위한 문화정 

책 을 위 한 세 계 회 의 (UNESCO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 를 개최하여 실행계획을 채택한 바 있다. 

2001년의 9·11사건은 21세기에도 문화적 다양성이 여전히 중요하고, ‘문명의 

충돌'이 국제적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부각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네스코는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선 

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 을 채택하여 문화적 다양성 

이 인간의 권리이자 창의적 경제발전의 모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2004년 UNDP 

는 인간개발보고서 특집으로 『다양한 세계 속의 문화적 자유 (Cultural Liberty 

in Today's Diverse World) 』 란 주제를 채택하여 다문화성에 기반을 둔 민주주 

의 구축과 문화다양성 관리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도 유네 스코는 2009년 『문화다양성 과 문화간 대 화에 의 투자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0년 

을 『문화간 화해의 해 (International Year for Rapprochement of Cultures) 』

로 정하였다. 

2013년에는 유네스코의 주관 하에 중국 항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으로 

서 의 문화(Culture: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 』 란 주제 하에 1982년 

멕시코시티 - 1998년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세계문화발전회의가 개최되어 문화가 

공동체 정체성 확립의 중요한 축이자, 창조적 역량 밥휘의 장이란 점을 확인하면 

서 post-MDGs의 한 요소로 문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항저우선언’을 채택하 

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유네스코의 후원 하에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문화의 힘 (The Power of 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주제 하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최하는 세계문화포럼 (World Culture Forum)이 

개최되어 post―MDGs의 한 축으로 문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3년 

UNESCO와 UNDP는 공동으로 그동안의 담론을 뛰어 넘어 지역 공동체의 문화를 

창조경제로 개발하는 범세계적인 사례와 노력을 집대성한 『창조경제 특별보고 

36) 유네스코(1996)의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보고서가 상정하는 5가지 윤리적 기둥은 ® 인권과 책임, @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요소, ® 소수인들의 보호, @ 평화적인 분쟁해결 및 공정한 협상, @ 세대 간 형평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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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Widening Local Development Pathways 』 를 발간하였다.37)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0년 이래 2013년까지 유엔총회는 매년 문화와 지속적 

발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38)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결의안은 국제사회 

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수준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투적인 선언적 문 

구로 유엔총회에서 해마다 채택되는 수백 건의 결의문 중 하나로 묻혀 있을 뿐이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과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서 

문화적 풍부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문화권이 인권의 영역에서 주류적 개념으 

로 부각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많이 남아있다는 느낌이다. 

5. 국제사회의 문화와 발전 담론 주류화 및 한국 문화ODA.5긱 주진방향 

문화와 발전에 관한 논의는 학술적 담론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갖고 있으나 이 

를 실제 정책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제사 

회에서도 UNESCO를 중심으로 post-MGDs에 문화의 중요성을 담기 위해 꾸준 

히 노력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문화를 2015년 이후 국제사회 개발담론의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과 한국 ODA가 개발도상국의 문화육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5.1 문화와 발전 담론 주류화를 위한 제안 

2000년에 작성한 MDGs는 개발도상국의 절대빈곤퇴치라는 한정된 목표를 

위해 국제사회가 최소한의 집단적 노력을 발휘하기 위한 목표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목표연도까지도 일부 지표의 성취가능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15 

년 이후의 새로운 개발목표에서 생존 차원을 넘어선 문화를 포함하는 고양된 목 

표가 채택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와 발전에 관한 담론을 주류화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문화산업-창조산업에 고유한 특성과 논리를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 

첫째, 당위적 개념으로서의 문화의 중요성이 아닌, 산업으로서의 문화의 크기 

와 가능성, 득히 개발도상국 지역공동체의 공동 자산으로서의 문화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런 면에서 2013년 UNESCO와 UNDP가 개발도상국 지역발 

37) UN 기관에 의한 창조경제 보고서는 이미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발간된 바 있다. 
38) 2013년 제68차 유엔총회에서의 결의안(NRES/68/223)은 Culture & Sustainable Development란 항목 하 

에 채택된 바 있고, 이의 안건 선명안인 초안(Draft)이 N68/446/Add.4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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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한 축으로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광범위한 사례들을 

전 세계적으로 수집하여 문화가 발전의 선도자(driver)이자 추동자(enabler)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한 발간물을 출간한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UNCTAD의 추계에 의하면 2002년에서 2011년 사이 전 세계 

창조산물의 국제교역규모는 두 배 이상 성장하여 2011년 말 6,240억불에 이른 

댜39) 이는 매년 8.8%의 고성장률을 기록한 것이지만, 개발도상국 수출에서 차지 

하는 창조산업의 성장률은 연간 12.1%를 기록하였다. 창조산업은 산업의 크기뿐 

아니라 이 산업에 종사하는 문화담지자 및 공동체의 자존감을 고양하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문화산업이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에 이들 

을 산업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예: 빈곤퇴치)를 넘어 

서는 다른 가치, 즉 형평성 제고, 문화보전, 환경보호 등을 성취할 수 있음을 주 

장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문화적 유산은 개발도상국 도시의 비공식부문에 녹아 

있고, 이를 산업화하고 지식재산으로 보호해 주는 노력이 개도국 빈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 

셋째, 문화 다양성에 기반한 창조산업은 한 사회의 내재적 잠재력을 고양시키 

고, 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포용적 발전의 기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야 

한다. 과학적 공정과정에 기반한 일반 제조업이 종사자들의 탈인격화를 조장하는 

반면, 창조산업은 개인 및 집단 간의 상상력과 혁신적 사고력, 의사소통을 기반으 

로 하기에 종사자들의 자아실현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즉,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국제적인 수직계열화 구조 속에서 종속화될 수밖에 없는 후발개도 

국 지역공동체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경제성장이 국가 전체의 총량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면, 문화 

는 인간행복의 근원인 지역과 보다 밀착되어 있는 개념이기에 인간의 삶의 질 측 

정에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라는 점이다. 이는 역으로 "문화 없는 성장"의 추악함 

을 강조함으로써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문화적 요소가 결여된 Post-MDGs”의 황폐함을 전략적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 

댜 

다섯째, 문화는 경제성장의 과정이 아닌 목표이고 post-MDGs 논의가 한창 진 

행 중인 현 시점의 국제사회에서 여러 기관의 보고서가 지향하는 “우리가 원하는 

39) 범세계적인 창조산업의 크기는 이미 2008년 Price-Waterhouse-Coopers의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보고서에서 1조 6,000억불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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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래 (The Future We Want)"와 “모든 인간의 존엄성 (Dignity for All)” 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해야 된다. 따라서 문화가 post-MDGs에 편입되는 현실 

적인 방안은 별도의 대분류 항목으로 존립하기보다는 지향하는 목표로 추대하고 

(예: "문화적 삶을 위한 지구의 노력")， 세부 항목의 영역으로 문화산업(혹은 창조 

경제)이 표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UNESCO를 위시한 문화계 일각의 열망이 아무리 강해도 빈곤과 박탈, 

분쟁이 만연하는 국제사회의 우선순위에서 ‘문화'가 Post-MDGs의 중심지표로 

부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다른 지표와 연계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빈곤, 박탈, 분쟁 등 부정적인 개념 

과는 이분법적 구조를 정립하여 문화가 우회적으로 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 

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행복, 지속가능발전 등 긍정적인 개념과는 동전 

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설파하여 함께 사용되는 ‘끈끈이’ 전략이 유효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시각에서 지속가능발전(SD)의 4번째 축으로 문화를 

부각시키거나,40) 근년 유엔 결의안에서 SDGs와 문화가 병용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1996년 『우리 의 창조적 다양성 (Our Creative Diversity) 』 보고 

서에서 제기된 이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문화와 발전에 관한 UN 특별정상회 

의"를 2015년 중 추진하여 다음해 개최될 post-MDGs 정상회의의 플랫폼을 제 

공하는 전략이다. 

5.2 한국 문화ODA의 기 여 방안 

무릇 모든 공적개발원조(ODA)는 문화이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자 

및 자금지원을 통해 수원국 사회에서 선진국의 문물이 상위가치를 가진 것으로 

군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소위 역량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 ODA의 경우이다. 수원국의 수혜자는 명시적으로 공여국의 제도와 문화에 

노출되고, 이를 수원국에 이식하는 문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ODA가 문화를 덧 붙 일 때 이 러 한 문화제 국주의 적 (cultural imperialism) 위 험 

성은 더욱 명백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문화ODA는 공여국의 문화를 전파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말고, 수원국의 문화를 보존-고양-발전시키는 방향 

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문화교류를 원조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을 동해 추진하고 있다.41)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명료하게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허 

40)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ESD)"과 병행하여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CSD)”을 SD의 축으로 제시 

41) 우리나라도 외교부 산하에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국제교류재단」 과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단」 이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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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기에 많은 나라에서 문화ODA란 이름하에 부지부식 간에 공여국의 문화이식 

과 전파가 자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한국 문화ODA의 활성화 및 바람직한 추진을 위한 몇 가지 방안 

을 제시해본다. 

첫째, 2010년 마련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전략』 중 ‘개발협력 콘텐츠 개 

발'의 3대 영역 중 하나인 ‘감성 분야'에서 "특유의 한국적 감성 또는 미(美)를 가 

미하거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감동사례를 정리하여 ODA 부가가치 제고에 활 

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른 두 영역인 ‘개발경험'은 ‘지식공유사업 

(KSP)’이라는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기술‘은 ODA 사업에 참여 

하는 전문기관별 영역에 내포되어 있음에 비해 ‘감성 분야'는 어느 분야에서나 적 

용할 수 있는 범용성과 보편적 성격 때문인지 별개의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굳이 이 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은 한국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참전국 우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한국적 미덕을 사 

업화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수원국에서 

효행(孝行)， 사도(師道)， 의행(義行) 등과 관련된 사회적 덕목을 고양할 수 있는 

개발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직도 한국의 문화ODA는 한국문화 중심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문화ODA의 주력 콘텐츠는 소위 ‘3한 1태'라고 

할 수 있는 한글, 한식, 한류, 태권도에 치중된 감이 없지 않다. 유네스코의 『우 

리의 창조적 다양성』 보고서 (1996)에서는 문화정책을 풍요롭게 하는 첫 번째 방 

법으로 단선적인 ‘국민문화(national culture)’로부터의 탈피를 권하고 있다는 점 

을 명심하여 '한국적 ODA‘를 추진해야 된다는 열등주의적 강박관념을 탈피하여 

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이 과잉보유하고 있는 세계 수준의 문화예술인력을 개도국의 문화진 

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는 과잉공급상태인 문화예 

술인력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도 되지만, 개개인이 타국의 문화를 섭취하는 

문화적 다양성, 풍부성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어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공교육 과정에 문화, 

예술, 체육 교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잘 훈련된 인력 

들이 개도국의 문화를 발굴하고, 예술적 감성을 고양시키며, 이를 지역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예: KOICA 봉사단원의 페루 쿠스 

코 수공예센터 활성화, 한국인 선교사의 케냐 지라니합창단 운영, 한국인 체육 감 

독들의 활약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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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국의 강점인 ICT기술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개별 전문가들의 열정만으로도 구전음악과 

기록의 디지털화, 간단한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및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 좀 

더 국가기관 차원의 협약을 통해 추진할 경우 소멸위기에 처한 개도국의 숨겨진 

문화유산을 인류 공동의 빛나는 보석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 

국의 고려 팔만대장경 디지털화 경험을 미얀마나 스리랑카의 불경 디지털화에 적 

용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우에도 타국의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접근은 가급적 양자 간에 신속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총분한 시일을 두고 추 

진하고, 또한 가급적 다자간 추진방식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시일 내 

에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관광진흥에 기여했다는 프로젝트성 사업을 지양하고, 수 

십 년의 장기적인 시평 (time horizon)으로 추진하는 이집트 룩소르 발굴, 캄보디 

아 앙코르와트 복원사업을 위한 국제공조(일본과 프랑스가 공동 주관)의 예를 귀 

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근년에 한국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70년대 -1980년대 중앙정부가 주도 

한 한국에서의 새마을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회 

의론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21세기형 농촌지역종합개발사 

업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에서 활용된다면, 새마을운동의 맥락 속에 개도국 지역공 

동체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경우 보다 주민중심의 바 

람직한 지역개발사업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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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한국의 ODA 전략과 방향 

김명진 | KOICA 공공행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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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 ODA의 전략과 방앙 
- KOICA 문회 ODA 추진면휩과 방암 -

2014. 2. 27(목) 

KOICA 공공행정팀장 김명진 

목자 

·~ 한국의 ODA전 략과 방향 

., KOICA 소개 

.r KOICA 문화 ODA 주진현좡 

.冒’ 향후주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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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의 ODA 전략과 tik캬 00 

1.1 ODA 소개(용어의 자이)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 ion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형태의협력총칭 

경재협력 

Economic Cooperation 
투자 및 자본협력, 

무역을 포함한 모든 경제교류 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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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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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DA 소개(정의) 

Official Development Ass i stance(공 적 개 발원 조) 

정 부에 의 해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 구에 

공여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 

ODA 지원형태 
• 

• 

• 

• 

무상원 조 (Grant Aid) 

차관 (Concess ional Loans) 

국제 기 구 분 담금 (Cont ribut ion to Mu lti lateral Agencies) 

국제기 구 출자금 (Capita l Subscription to 

Multilateral Development Ba nks) 
5 

1.3 개발도상국(수원국) 정의 및 분류 

• 정의 : 경제 맞 사회발전 대상이 선진국에 비해 경제성장의 도상 
에 있는국가 

• 분류 기준 : 1인탕 GNI 기준(G NI Data 출저 : 세계은행) 

• 분류 (OECD/ DAC, 3 년마다'수원국 리스트'발표) 

• 905 달러 이아(3 년평균) 

· 인적자원 부족 (칼로리 섭쥐 
랑, 건 강, 교육, 성인 식자율) 

· 경제 적 쥐약성 (제조업 비중, 
상품/서네스 수줄의 안정도 등) 

48개국 

아프간, 앙골라, 부탄 등 

1,005불 이하 

12개국 

가나, 북한, 나 
0| 지리아 등 

1,006-
3, 97 5불 

48개국 

알제리 , 인도, 
콜롬비아등 

* 2011 -2013 기준 승 148국 (152개국에서 개선) 

3,976-
12, 275불 

43개국 

아르헨타나, 레바 
논, 리 비 아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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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의 주요 ODA 정책 및전략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시행령 

(2010 년) 

L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 년) 
정부합동 

사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 

무상: 외교부, 

유상: 기 재부 

무 • 유상 통합 국가협력전략(CPS) 

(26개 중점협력국) 

주관: KOICA, 수출입은행 

정부부저 잠여 

L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연간) 

무상 외교부(주관) ＋각 무상 시행주제, 

무/유상 : 총리 실 (주관) ＋ 각 시행주제 
7 

1.5 한국 ODA 수행체계 

- - -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대외경재협력 
기금(EDCF 자관) 

국제기구를자금 
(국제개발금융기구) 

국제기구분담금 
(UN 등의 국제 기구) 

KOICA 

^ 스1 01 O 숭서 
기-室더亡 0 

한국은행 

| 
외교부 

7 1 획재정부 

외교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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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국 ODA 시행기관별 예산배분 (양자사업 기준) 

KOICA 
무상 60% 70% 

(Grant aid) 

양자원조 기타 30%* 
(bi lateral ) 

유상 40% 
(Concessional .-A.. .::o1<c 01::::11 o o C>H 

기_굴쿤 亡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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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7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 년) 

• ODA 규모 : ODA/GNI 0.25% 

ODA/GNI 
0.25% 

악 2UH 중가 

• 양자/다자간 비율 =} 70:30 

2010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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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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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0 

40 

20 

。

2008 

2011 2012 2013 
유상 무상 유상 무상 유상 무상 

40% 60% 40% 76% >40% 86% 

1.8 한국의 ODA (예산규모) 

1.6 

1.3 

1.2 

0 .8 

2009 2010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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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ODA 규모 : OECD DAC 회원국 중 17위 

2 .1 

2013 

(잠정) 

75% 

2012 2015 

2014 2016 
유상 무상 유상 무상 

>40% 96% 60% 100% 

11 

(bi llion USO) 

2.4 

2014 

(계획) 

- ODNGNI : 0.14% ('12 년 가준) / UN 권고 0.7%, OECD DAC 회원국 평균 : 0.33% 

• 2014년도 총 0 DA 규모(계획) 2조 2 ,666억 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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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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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KOICA 소개 

2.1 기관 소개 

,-------------------------------------------------,,--------------------------------------------------,, 
• 명 칭 : 한국국제 협 력 단(Korea In terna t iona l Coopera t ion Agency) 

• 설립일 : 1991 년 4월 1 일 

•설립근거: 한국국제협력단법 

•재원: 정부출연금 

• 기관 성격 : 외교부 산하 정투출연기관으로 정부자원의 대와무상협력사업기관 

• 설립 목적 

- 개발도상국의 빈곤퇴 지 밋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 

- 개 발도상국과의 우호협 력 관계 강화 밋 상호교튜 증진 

• =XI ...L. -, 

- 본부 . 이사장, 4이사, 1본부, 7부 , 1센터 , 27 팀실 

- 해외 2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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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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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사무소 현좡 

\」 vv. 
ashingtQJll 

k'1 

v-
―느잡 

l(l0l|a - , z 

’ 

‘ 
l
d 

뇨
 

15 

2.3 연도별 예산 
(M ill ion USO) 

OOOOOOO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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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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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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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예산 배분 

· 국별 프로그램 

(프로젝트, 국별연수) 

· 글로벌 프로그램 

(다국가연수, 봉사단, NGO지원 동) 

· 협력사원 지원 

7 -1 

2.5 주요 사업유형 및 증점지원분야 

프로젝트 전문가파견 국내 봉사단파견 국제기구/ NGO/기업 

DEEP 중장기자문단 초청연수 (WFK) 인도적지원 협력 

교육 보건 고고해 x;l 
CZ> CZ> = o 

*범분야 : 성평등, 환경, ICT 

..... z 
개도국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개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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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업형성 절자 

✓ 개도국 정부와의 상시 협의를 름한 우량사업 발굴 
- 개도국 성부와 상시 정책협의 밋 사업형성 협으| / 현지 분야별 donor meeting 잠여 

*국가개발전략에 포람도1는 우선순위 가 높은 사업발굴&공여국간 개발과제 협의를 
퉁애 중복사업 주진 방지 및 사업간 연계 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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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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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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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1 년 6월 반) - > 기 재부 에산심의 - > 국호l 예산승인 

✓ 우리 정부부처 제안사업 제도 운영 

사업제안서 제안서 심사 맞 
우량사업에 대해 

작성 잊제쿨 -> 검토의견 통보 _-> 

(n- 2 년 ) (KOICA. 외교부) 
사업제안서 보완 

L 

정부부저에 결과 통보 C 수원국 수 협원의총괄기관 공관(사무소) 송부 
« 

(외교부 . EOICA) (공관(사무소)) (KOICA) 

19 

m. KOICA 문화 ODA 주진현황 

- 119 -



r 

` 

3.1 문화 ODA 주진배경 

r 1. 우리정부의 ODA 관련 국정과제 ] 

o 정부는 5년간 주진할 주요 국정과재로 '모범적, 톨합적 개발협력 주진 '과 

문화유산 보존 활용 및 한국문화 진좋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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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도국 문화 다양성 향상 및 경제성정 동력으로서의 지원 : 

o 소통과 공감이라는 소프트파워를 통한 개도국 문회·역량 제고 및 문화 다양성 

향상에 기여 

o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개발 동력으로써 문화분야 ODA 전략적 확대 필요 

0 문화 ODA의 양적 확대 이외에도 문화를 존중, 고려하는 ODA 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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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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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섹E/적 만점 : 문화분야로 일컬어지는 예술, 관광, 스포츠 , 

미 디어 등 문화영역 콘텐츠들을 활용한 ODA 사업 지원 

• 범분야건점 : 모든 ODA 사업이 개도국 주민의 감성과 자긍심 

과 고유문화를 존중하면서 발전을 주구하기 위해 ODA 주진 

전 과정을 통해 추구해야 랄 가지규범적 성격을 지 닌 범분야 

출처 : 문화분야 ODA사업 개 발 언구 (한국 문 화관광언구원 ) 

23 

3.4 문화 ODA 주진실적 

✓ 문화유산보존 맞관리 

프로젝트형 

사업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 포장, 연장 사업 

('OS- '06 ' 160만불) 

('08- '09/430만불) 

(' 10- ' 1 2/1, 1 50만불) 

O 지 역주민 밋 공사자량의 도로 
이용 증가를 통예 기존 유적 중 
심지 통과 교통량 감소로 앙코 
르 유적 훼손 감소 

O 유적지 내 교통흐름의 감소로 
쾌적한 관광여건 조성 밋 이로 
인한 관광객 유입 증가 

정
수
 

조
연
 

O 우리익 선진화된 기록관리 제계 
및 운영 노하우 전수 

국제기록문화유산 관리과정 ( ' 12) 
o 국가적 자원의 기록관리 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심 제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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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문화 ODA 주진실적(계속) 

✓ 문화, 역사자료 디지털 정보화 

프로젝트형 

사업 

이집트 문화재정 
유몰전산화 사업 

('07- '09/200만불) 

O 유물정보의 체계적 디지털 관리 , 
이집트 문화재정의 정보화 수준 
향상, 이집트 문화사업으| 국제 
경쟁력 강화 

콜롬비아 역사자료 전산화 사업 

('10 -'11/100만불) 

3.4 문화 ODA 주진실적(계속) 

✓ 문화콘텐츠개발 

O 콜롬비아 문와역사 자료에 대한 
DB 기반 구축, 사료보존 시스 
템의 현대화, 역사정보에 대한 
빠른 접근성 확보를 통한 역량 
강화 

|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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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연수 | 다큐멘터리 제작과정 한국 방송공사에서 디지털 카매라 촬영 
맞 단편 다큐멘터리를 직접 재작하도록 
지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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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문화 ODA춧조!실적(겨 

✓ 관광개발 및 마케팅 

1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및 성과 | 

프로젝트형 
사업 

DEEP 사업 

페루 꼬라오 지역개발사업 
('1 0- ' 11/100만불) 

O 페루 구스코 지역의 시골마을 
관광단지화를 워한 도예학교를 
설립 . 교육장, 전시판매장, 관광 
객들을 워한 휴게시설 등을 설 
지함으로써 도자기 제작 및 판 
매를 통해 소득장줄에 기 여 

카자흐스탄 
관광산업 진흥 

마스터 플랜 수립사업 
('07 - ' 08/100만불) 

조정연수 L 
관광개발 

정책 및 마케팅 
전략과정 

O 카자흐스탄 관광정책개발을 퉁 
한 카자흐스탄 국내관광 촬성 
및 경재 발전 도모 

o 1995-2002 년 까지 총 28회 515 
멍 조정 

O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관광개 발 
현황과 향후 주진방향에 대한 
의견교환, 이론강의 , 우수 개발 
지역 직접방문 등을 실시 

27 

3.4 문화 ODA 주진실적(계속) 

✓ 문화교류맞보급 

|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및 성과 

미과혀려 
L.. L.. 느쉘 -, 

사업 

조정연수 

붕사단 
파견사업 

몽골 게르촌 
정소년 문화센터 사업 

('09/4만불) 

O 도시 빈민과 정소년을 위한 교육· 
문화 인프라를 지 원하고, 지역사회 
의 구심점을 마련하여 공동제 의식 
증대 

한국어 연수과정 
O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에 우리나라와 장가 국간 
문화교류 증진에 이바지 

L 

봉사단파견 

O 한국어교육, 내권도, 음악 잊 마술 
교육, 도자기 공예 등 다양한 문화 
분야 봉사단원 지속파견을 통해 
한국과 파견국간 문화교류 활성화 
에 기 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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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주진계획 

4.1 기본방향 

✓ 문화가 개발의 핵심요소(Power of culture for deve lopment, UNESCO)로 인식 

되고 있는 바, 개도국 문와역량 재고 및 지속 가능한 사회, 경재개 발 동력 으로써 

의 문화 ODA 학대 주진 

✓ 개도국의 문화분야 사업수요를 바탕으로 얌집의 , 화 0DA 사업의 전략적 발굴 

및 일반 ODA 사업지원 시 문화적 요소 반영 주진 

✓ 원조기관인 KOICA를 중심으로 문화제육관광부 및 관계기관(문화재정, 서1종재단,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국제교류재단, UNESCO 한국위원호I, 국재기구 등과 

톰합적이고 긴밀한 협력제계를 구축하여 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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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세부 주진방향 

✓ 

✓ 

개도국 , 화, 야직접 지워 

- （개도국 문화유산 보존) 박물관 밋 유적지 개보수, 문화자료 디지털정보화, 운영역량 
강화 등 문화적 가지 가 높은 개도국의 문화유산 보전 지 원 

- 문와유산이 소재한 해당지역 전반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여 문와에 대산 직간접적인 
보존 빛 웨손 예 방, 관광 족진 효과 달성 

- （미래세대 역량강화) 도서관, 문화센터 지원 빛 개도국 미래세대 , 특히 빈곤지역 정소 
년과 아동이 미술, 스포즈 활동을 통해 장의적 발전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관광산업 족진) 관광산업진흥 정책자문 및 특산품 개발, 서 l:l | 스 인력양성 등 개도국 
관광산업 족진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 밋 빈곤되지 기여 

유화의 범, 야적 적욥음 톱, , 화교류 협력 감화 

- 조정연수 및 봉사단을 통한 문어교류 행사 밋 한국어 학산 등 문화교류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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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수준 제고 (예 ) 건물 등어| 한국적 美, 감성을 반영한 디자인 주진 

31 

4.3 사례소개 

✓ 

✓ 

콤고민주곰화국 국립박물, 건립사업 

- （목적 ) DR콩고 문화유산으| 가지 증진 , 박물관 전시 , 교육 기능 강화 빛 수익 증대를 
통한 박물관 지속가능성 제고 

- （규모/기 간) 2012-2017 / 1 , 000만불 

- （수행기관) KOICA/ DR콩고 문화부, 국립박물관 연구소 

- （주요내용) 국립박물관 건립 (전 시 실 , 교육실 , 행정실 등), 박물관 기획 , 보전서리 , 

영상 맞 음성 디시 털화 전문가 등 전문가 파견 , 박물관 운영 밋 전시 

기 획 관련 조정연수, 미디어 홍보, 기획조사, 성과관리 등 

2015 년 사업타당섬 검토 예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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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글라네시 국립박물관 역량강화 사업 

- 단자니 아 세렝게티 국립공원 홍보관 개선사업 

- DR콩고 국립박물관 역량강화 사업 

- 팔레스타인 무형문화유산센터 설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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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례소개(계속) 

<우즈벡 타슈켄트 직 업훈련 원 > < 가나 동부지역 기조교육환경 개선사업 > 

<한글디자인 , 타일 > 

감사합니댜 

Q&A 

- 126 -

33 



[종합토론]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 

좌장: 한경구 |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장 

토론: 이혜은 | 동국대 지리교육과 교수/ICOMOS한국위원회 위원장 

죄재헌 |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 

박소현 | 서울대 건죽학과 교수 

박상미 |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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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l]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ODA)의 방향과 전략 

이혜은 | 동국대 지리교육과 교수 

ICOMOS한국위원회 위원장 

본 토론은 어떤 특정 발표자에 대한 토론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전반적인 ODA사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토론이다. 기조발제를 포함 모두 

7분의 발표는 우리나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ODA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과 앞 

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인지에 대한 모든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이 토론내용이 발표한 내용들과 중복되어 논의 

되거나 같은 내용이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우리나라는 21세기에 들면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이제는 원조를 >느 기_L.. 

국가로 전환되었다. 2000년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ODA에 관심을 갖기 시작 

하였고 2010년부터는 본격적인 ODA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위치 

가 확연히 달라졌다. 과거 경제 우선적인 방향에서 이제는 문화 우선적인 방 

향으로, 또는 문화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 

단된다. 

2013년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의교 

부, 문화재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주관으로 

ODA사업의 방향설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제까 

지 선도적으로 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련한 ODA사업을 시행하였던 국가들의 

경험을 듣고, 수혜를 받아온 국가들의 생각을 토대로 우리의 ODA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였다. 물론 단 한 번의 모임으로 모든 것을 찾았다 

고 하기는 어려우나 나름 성공적인 포럼이었고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 

가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였다고 판단한다. 

오늘의 전략세미나는 문화유산과 특별히 관련된 것이므로 이제 치중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전 세계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물결 속에서 획일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다양성 (Local Diversity) 이 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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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세계유산(World Heritage), 인류의 무형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기 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된 유산은 각국에 분포하고 있는 유산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독특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그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유 

산이다. 이는 지역성 또는 지역다양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입증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ODA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의 관점이 아닌 수원국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전시행정이 

아닌 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과거 

에 만들어져 현재 우리가 즐기고 있고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지속가능한 유산이다. 우리가 오늘 수원국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는 일이 

있다면 이는 먼 미래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눈높이를 그들에게 

맞추어 그들이 필요한 내용을 맞춤형으로 기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초청연수에 참가했다는 사람들의 

인사를 종종 받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그 국가의 

대표로 선발되어 왔던 사람들인 만큼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연수, 또는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과 

의 비교 분석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액 우리나라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연수프로그램인 만큼 매력적인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 가지 덧 

붙여 정말 한국에서 하는 이 연수프로그램은 참석하면 이러한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매력적인 장점을 꼭 염두에 두고 조금씩 다르고 

발전하는 내용으로 바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인류의 무형유산, 기록 

유산의 등재와 관련된 지원을 이미 시작하였고, 또한 시작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서도 수원국의 지역다양성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한 관점이라고 판단된다. 어떤 유산을 등재하는 것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 

를 인정받고 그들만이 지닌 독특한 유산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모든 과정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원국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세계적인 관점 

을 파악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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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문화재 분야 ODA 사업의 방향성 

죄 재 헌 |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 

공적개발사업 (ODA)은 개발도상국의 빈곤되치와 사회 및 경제적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공여국이 유·무상의 지원을 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번영을 구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문화와 문화재 

분야에서의 ODA는 개발도상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문화 

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문화의 가치 사슬을 통한 가시적인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다르게 중요하다. 특히, 한국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그 입장을 전환한 몇 안 되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 

므로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 과연 수혜국의 입장에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ODA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시점에 

서 다시 사업 선정 원칙과 가이드라인, 문화재 분야에서의 ODA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아주 시의 적절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일회성, 퍼주 

기식 사업을 지양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쌍방에 모두 상생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문화재 분야의 ODA 사업의 원칙은 과연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사실 

ODA 사업은 공여국과 수혜국의 입장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어떤 시각에 

서 ODA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사업 진행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과거 한 

국전쟁 직후 우리나라는 공적원조에 기대어 살았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돌이켜 보면 밀가루와 빵 보다는, 교과서를 인쇄하여 보급한 것이 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였다. 그러나 무조건 한국적인 ODA를 강조하여 

한국적인 모델이나 경험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와 한계를 만들게 된다. 또 

한 일방적으로 우리의 우월성을 암묵적으로 주입하는 문화제국주의적 자세 

를 보인다면 수혜국의 빈축을 사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ODA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생각할 필 

요가 있다. 

(1) 일회성에 그치는 프로젝트 위주나 이벤트성을 지양하고 지속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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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즉, 민간 봉사나 선교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사업보다는, 사업을 통해 수혜국이 사회발전을 위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 

는 공적원조사업이 되어야 한다. 

(2) 일방적인 공적개발원조보다는 양방향적인 시각에서 수혜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상생적인 방향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교류와 상호이 

해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문화는 유라 

시아의 유목문화와 농경문화, 그리고 유교문화와 불교문화가 교류한 결정체 

이자 문화적 융합의 결과로 아시아 문화의 정수를 모두 담고 있다. 이런 문 

화적 특색을 반영한다면 문화 ODA를 통해 아시아 저개발국과와의 문화적 

이해를 도모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새로운 문화적 정체 

성을 만들며, 더 나아가 문화 교류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도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3) ODA 사업의 가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연관 산업 분야에서 가치 

창조와 가치 사슬(value chain)의 확산을 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에 앞서 산업 등의 파급효과를 먼저 생각하고 사회 전반으로의 확 

산을 도모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중장 

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입장에서의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4)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 하면서 수혜국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즉, 한국의 ICT 사업 

을 전수하고 창조경제의 아이디어를 확산하여 수혜국의 창조성을 발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문화 ODA 사업과 문화 융복합 분야에서 다양한 문화 인 

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원칙하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화재 ODA 사업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박물관이나 문화관을 건립하는 지원 및 자 

문, 유산지역의 마을 만들기, 문화재 조사사업 지원, 문화콘텐츠 관련 프로그 

램 제작 지원, 문화유산 디지털 정보화, 한국이 개발한 문화유산과 문화재 

관리 시스템(스마트 앱) 지원, 문화재의 복원과 복구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문화정책 수립의 노하우 전수, 소수자(원주민과 여성) 교육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 지원, 문화재 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문화재 관련 인쇄 및 출판 

사업 지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ouv 발굴과 보전체계 구축 지원 등의 다 
양한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사업은 KOICA가 문화 

ODA의 사업 방향으로 제시한 문화인프라, 미래세대 문화역량 강화, 인류문 

화 유산 보존, 미디여 지원 사업 등의 사업 방향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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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계유산은 보전과 활용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학제 간 융복합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의 경험도 일정한 수준 

에서 ODA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세계유산은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 

치를 갖춘 유산을 의미한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ii) 을 보아도 문화권끼리의 

가치교환을 중요시하고 있다. 아시아는 고대부터 하나의 대륙이었으며, 자유 

로운 이동으로 문화의 가치교류가 이어진 곳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동남 

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문명권의 특성은 아시아의 보편성에 기반을 

둔, 지역과 장소성의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유산으로서의 아시아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문화적 다양성을 갖추면서 장소성을 반영 

한 문화의 정체성으로 이해되며, 우리는 세계유산에 대한 등재 경험을 공유 

함으로써 문화적 공통분모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이 다. 

그러나 세계유산의 경험을 공유하기에 앞서 과연 우리가 공여를 제공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본 

인이 재직하는 건국대 대학원에 협동과정으로 금년 2학기부터 세계유산학 

전공의 석박사 과정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 국내에 세 

계유산학 전공 학과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영어 번역 시스템도 미약하여 소수의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 

제점이다. 그러므로 먼저 국내의 세계유산학 진흥을 위한 시스템을 발전시켜 

야 하며, 전문가들의 조직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문화재청 차원의 지원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세계유산과 관련한 ODA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 선 

정을 위해 등재의 성공 가능성, 가치 파급 효과 등 평가에 기반 한 전략적인 

접근과 함께,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 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유산과 

관련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지역사무소, ICOMOS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유산의 보존 활동과 모니터링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계기록유산, 무형유산, 세계문화유산 

은 각각 그 등재 절차가 다르고 다른 성격의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 

을 유념하여 ODA 사업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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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 

박소현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소위 국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을 

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것에 대해 사 

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더욱이 오늘의 세미나는 그간 경제성장, 개발 

위주의 국제협력 방식에서 이제는 문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그 방향을 전 

환하려는 노력의 상징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 

변화에 대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우려의 마음 또한 여전히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우려의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몇 가지 측면에서 짚어본다. 

[1] 문화유산 ODA의 비 전, 미 션 그리 고 윤리 

너무 원론적으로, 계몽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문화유산 ODA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선 성찰해봤으면 좋겠다. 기조발제와 몇몇 발표원고에 

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이제 문화, 문화유산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추구 

하겠다는, 다소 늦었지만 반가운 오늘의 이 노력은 경제성장 경제개발 위주 

의 이전 방식에서 미흡했던 점을 냉정히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아 

직은 그 내용이 여전히 모호한 문화중심의 ODA 실체를 치열하게 도출하는 

숙제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문화중심의 ODA,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한편, 발전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 특정성과 위주의 개발사업, 투명한 절차와 

과정적 가치의 저평가, 현지문화특성의 몰이해 등등 바람직한 문화유산 

ODA 노정에서 경계해야할 여러 요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2] 문화유산 ODA의 대상과 범위 설정에 관련된 가치의 합의 

오늘 발표자들도 지적했듯이 문화유산 ODA의 대상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정의와 범위 설정이 우선 필요하다. 문화유산 ODA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주 

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논의에 필요한 견고한 토대 조성이 우선 이루어 

져야 한다. 예로, 문화유산의 특성 (유형, 무형, 혹은 동산, 부동산, 혹은 도 

시, 농어촌 등등)； 기금의 협력방식 특성 (유상, 무상)； 기급의 주관 기구 및 

기관 특성 (국제기구, 정부부처, 민관협력기구, 민간기업)； 협력실행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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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의교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KOICA, 문화재보호재단, 시민단 

체, 전문가그룹,….） 문화유산 보존행위의 특성 (보수복원, 보존제도계획, 전문 

가교육, 지역주민역략강화, 교육홍보, 활용, 유산기반개발….) 등 다양한 변수 

들이 존재한다. 논의할 사안별로 이들 변수에 대한 가치의 합의가 이루어지 

는 점에서부터 개별 ODA 사업의 토대가 마련되리라 본다. 

[3] 문화유산 ODA 실행체계 —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두는 것이 적절할까? 

앞서의 다양한 변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유산 ODA 의 예산 출처나 집 

행기관의 복잡함을 담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체계와 절차의 마련이 필 

요하다. 우리나라 문화유산 ODA 의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의 발표내용을 보면 KOICA를 중심으로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하지 

는 제안도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가능하고 적절한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OICA 가 행해온 여러 업적들은 높이 살만하다. 한 

편, 최 근의 KOICA 평 가결과(http://www.publishwhatyoufund.org/index/ 

2012―index)나 개별국가사무소간의 편차, 그리고 현재 본부 인력 구성면에서 

건축전문직이 단 1명이고, 업무도 신규건설관리 인 것이 현실이다 

(http://www.cnews.eo.kr/uhtml/read.jsp?idxno=201310141126254840248). 

KOICA가 그동안 구축한 지역네트워크와 지역 전문가 풀은 귀중한 자산이 

된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문화유산이라는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면 공공기관인 문화재청에 컨트롤타워를 설치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 

을까 싶다.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ODA 평가는 아쉽게도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예로, 미국 싱크탱크인 세계개발센터 (CGD)의 ‘2013년도 개발공헌지수(C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조정책 분야에서 조사대상 27개국 가운데 23 

위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의 원조액이 국민총소득 (GNI) 대비 

0.12% 로 낮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ODA 의 분절화, 파편화가 심해 각 부처가 별도로 ODA를 시행하고 지방자 

체단체들까지 자체 ODA를 진행하여,” 분절화, 파편화된 소규모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 2013.11.26). 

문화유산 ODA 에서만이라도 이러한 평가를 피하기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실행체계를 갖추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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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관련 부처, 관련 기구,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문화유산 ODA 실행체계의 구조는 우리 실정에서 어떤 것 

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케 하는 노력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 현재 

의 구도로는 어렵겠다는 평가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의 논의와 

연구가 우선 필요하다. 

[4] 문화유산 ODA 절차와 방법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결과적으로 문화유산 ODA 의 성과지표를 무엇으 

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화유산 ODA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짓게 되는 면 

이 크다. ODA 신규개발사업에서 쓰는 성과지표도 문제가 많은데, 문화유산 

보존의 성과를 무엇으로 지표화하여 평가할 것인가의 논의는 더 복잡하다. 

앞서의 문화유산 ODA 비전, 미션, 윤리의 가치 논의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보수복원의 완성, 지역의 관광수입증대, 지역소득증가, 삶의 질 개선 

등등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러나 양면성을 갖는 위험한 가시적 성과지표들이 

존재한다. 세계유산 혹은 잠정유산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 혹은 위험유산리 

스트에서 나오게 된 결과,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가 되어야 할까? 세계유산으 

로 등재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할까? 세계유산으로의 등재와 이것이 

수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문화, 문화유산의 특성을 반영 

한 성과지표는 이런 것들만으로는 분명 부족한데, 이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 

이 적절한지, 이 역시 세심한 논의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다. 

개인의 소소한 일상에서도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해오던 일을 타인에게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성의 일부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주제를 논의하는 오늘의 세 

미나를 시작으로 하여 국제협력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물 

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문화유산 보존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해주신 분들, 발표해주신 분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모 

두 감사하고, 이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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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ODA 

박 상 미 |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가 점차 증대되고, 그 형태도 다변화되는 

오늘의 상황에서 문화유산 관련 ODA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번 세미나는 매우 유익하고 시의적절한 것이다. 개발협 

력 사업에 있어 각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대다 

수의 참여자와 관련국들이 동의하는 바인데, 특히 문화유산 관련 ODA는 해 

당 지역의 문화에 대한 보호와 보존을 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화다 

양성 보존과 각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조발표를 한 한경구교수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유산 

ODA는 국제 사회에 학문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한국이 의미있는 기여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의 공적원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광회팀장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주관기관이 되어 라오스의 

홍낭시다, 캄보디아의 프레아 피투, 그리고 미얀마의 바간 유적 복원 둥 한 

국의 문화유산 ODA 사업을 이미 시작했거나 추진을 계획 중인 사례를 상세 

히 소개하고 문화유산 ODA의 특별한 성격을 감안할 때 성과물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추진의 과정도 매우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에 관한 박하영 담당관의 발표를 통해, 비교적 최 

근에 등장한 기록유산의 등재에 관해 등재 경험과 인적, 재정적 자원이 총분 

치 않은 국가의 전문 인력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재를 돕는 워크숍을 

통해 인류의 문화의 지평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되었던 지역과 사람들의 기록 

물이 정당한 인정을 받고 역사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해 온 예를 

소개하였다. 이는 향후 유형과 무형유산 분야에서의 등재 지원 사업을 할 경 

우 훌륭한 참고가 될 것이다. 문화유산 ODA의 또 다른 예로 국립문화재연 

구소의 유재은연구관의 발표로 문화유산 국제연수사업에 관한 발표를 통해 

각 국가의 문화유산 분야 전문 인력의 초청 연수, 현지교육을 통해 현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곽재성 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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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규 교수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적 환경 속에서 문화유산 ODA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특히 "문화와 발전"의 맥락에서 제시하였고 김 

명진 팀장은 한국의 대외무상협력기관인 KOICA의 기관 소개와 문화관련 사 

업 소개를 통해 한국의 문화유산 ODA 수행의 조건과 현재상황의 이해에 도 

움을 주었다. 

이제까지 세계유산 복원 사업, 기록유산 훈련 워크숍, 보존과학협력사 

업 등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폭넓은 문화유산 ODA를 할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이제까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성과를 축적 

한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ODA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ODA를 이미 많이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댜 또한 무형유산은 현재 국제사 

회의 화두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영역이 

다. 

무형유산 관련 ODA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 번째로 무형유산 "보호 역 량 강화 (capacity building m 

safeguarding)"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는데, 무형유산 보호 관련 법 제정, 인 

간문화재제도를 한국의 경험을 살려 현지의 사정에 맞게 보급하는 예를 들 

수 있댜 베트남의 경우 2001년 유네스코 본부 사업으로 진행된 인간문화재 

제도의 파일럿 사업에 본인이 참여한 적이 있으며, 캄보디아에서는 2009년 

한국정부의 유네스코 신탁기금으로 인간문화재제도 관련법이 제정되어 시행 

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제정과 제도의 수립에 한국 무형유산보호사업이 하 

나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무형유산 ODA의 두 번째 영역은 무형유산 유네스코 등재신청 지원 

을 들 수 있는데, 각국의 신청서 작성 지원과 다국가 등재 사업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 수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별 국가의 신청서 작성 지원은 현 

재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줄다리기 다국가 등재신청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3월말의 신청서 접수를 앞두고 신청서의 최종안을 참 

가국 정부의 승인을 위해 보낸 상태이다. 이러한 다국가 등재 신청 사업은 

앞서 한경구교수의 발표 내용에서와 같이 문화유산, 특히 무형유산 담론 형 

성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적 기반을 제공한다. 예 

를 들어, 무형문화유산의 특질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제사회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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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이다. 무형유산들 사이의 유사성이란 무엇인가, 형태의 유사성 

인가, 기능과 의미의 유사성도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화인류학적 

질문은 현재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사업에서는 아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중요한 주제들이다. (2012년 10월에 일본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유네 

스코에서 이예 관한 워크숍이 열린 적이 있다.） 또한, 단독등재, 공동등재 공 

히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역사, 기원 등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유네스코 

는 애써 외면, 또는 배제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여타 ODA 사업에서와 마찬 

가지로 공동등재 신청과정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이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사업에 실질적 

인 공헌을 할 수 있을 것 이 다. 

세 번째 영역인 전문가 훈련교육은 이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문화 

재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진행되어왔다. 교육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각국 

의 보호사업과 등재신청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참가자를 초청하고 교 

육의 내용이 좀 더 전문화,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훈련 워크숍 

을 한 것 자체가 사업의 성과가 될 수는 없고, 훈련의 결과가 각국 무형유산 

사업의 성취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무형유산 ODA의 세 영역에 덧붙여 유형유산 사업인 세 

계유산과 무형유산이 접목된 부분에서도 궁극적으로 한국의 기여가 가능하 

고 본댜 유형문화재를 보존하는 경우라도 무형적 요소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미 대다수의 전문가가 공감하는 바이다. 세계유산 등재 평가 

에 있어 제6번 원칙 (Criteria 6) 는 유형유산의 무형적 요소이다. 그런데 여 

기서 말하는 무형유산적 가치는 무형유산 영역에서의 의미와는 판이하게 다 

르다. 즉 그것은 보편적인 가치를 담는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살아있는 유산 

(Living heritage), 즉 현재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연행하는 유산일 필요는 없 

댜 그러나 이 때 보편적인 무형 가치라고 평가받는 것들이 서구 중심의 문 

화적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다.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 

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 무형유산에서나 유형에서나 아시아·태평양적인 시각 

을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경구교수가 한 

국적인 ODA의 가능성으로 제시한, 세계유산에 문화인류학적 시각을 적용하 

자는 의견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즉 세계유산의 평가에 있어 금과옥조라 

할 수 있는 "탁월 한 보편 적 가치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의 

내용과 성격을 비교문화적으로 면밀히 천착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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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이에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사업에 역량을 발휘해 온 

한국이 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 

재한다. 

앞서 여러 발표자가 지적한대로 무형유산사업의 경우 ODA의 성과는 

신속하거나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공적원조사업에서 강 

조되어 온, 긴 안목의,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기여가 더욱 더 필요 

한 이유이다. 흔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경우라는 부르는데, 여기에 경제발전 과정에서 고유한 문화, 특히 

인간문화재제도 등을 통해 무형유산을 지킨 (또는 지키지 못한) 경험이 포함 

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사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잇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 

국적인 무형유산이 현대 산업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있는 새로운 형태의 근 

대성 (alternative modernity)의 예를 보여 준다면, 개도국들이 경제발전과 민 

주화 등을 위해 서구적인 것을 취사선택해 받아들이면서 고유의 문화와 조 

화를 이루는 데 좋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무형 

유산 보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사업과의 연계 속 

에서 등재신청 지원과 다국가 등재 사업 등을 주도한다면 이는 한국이 인류 

사회에 기여하며 각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진정한 

공헌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제까지의 한국이 압축된 경제 성장의 과정 중 충분히 주위를 돌아 

보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새로이 주어진 국제사회에의 책임을 다하는 데 많 

은 노력을 기울일 때가 왔다. 이 배움의 과정은 기존의 원조 공여국들이 거 

쳐 온 과정을 따르기 보다는 한국의 경험과 상황, 지혜를 기반으로 한 새로 

운, 대안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ODA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쌍방이 다 얻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ODA사업에 있어 국제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체계적이고 국제적 

인 협력관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모범적이고 성숙한 공여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제대로 된 ODA를 경험하는 

것은 수원국의 권리라고도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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