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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유치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정 한 범*4)

논문요약

한국전쟁을 국제연합의 도움으로 극복한 대한민국은 국제기구와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살아왔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전 세계의 선거관리기관
들이 민주적 선거제도의 확산을 목표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출범한 범
세계적 차원의 국제기구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단순히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기구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창설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은 정치외교, 경제, 사
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헤이그
의 사례를 통해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적 효용을 검토한다.

주제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국제기구 유치, 민주적 선거제도, 국제적 
리더십, 경제적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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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국제기구와의 연관성을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왔다. 한국전쟁의 와중에 국제

연합의 도움으로 국난을 극복하였으며, 이후 국가의 재건에도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를 받아왔다. 20세기 후반부터 대한민국은 경제력의 성장과 함께 각종 경제

적 국제기구와 상호작용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지역협력기구의 창설과 

운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국력의 신장과 함께 국제기구에 단순한 참

여가 아닌 국제기구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국제연합의 사무총장과 총회 의장을 배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기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국제기구

에의 수동적 참여를 넘어 국제기구 창설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세계선거기

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의 창설과 국내 유

치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전 세계의 선거관리기관들이 민주적 선거제도의 확산을 

목표로, 기존의 대륙별 협의회와 회원국들, 그리고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을 아우르는 

전문 국제기구를 목표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수차례의 국제회의와 세미나, 준비

회의를 거쳐 여러 경쟁 국가들을 제치고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는 헌장안에 합의

하였다. 특히, 초대 의장과 사무총장에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관리가 

선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단순히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기

구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창설하고 있다는 데에 더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국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극복하여, 마침내 우리가 세계

적 차원의 국제기구를 직접 창설한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관계에서 조정

과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우리 외교사에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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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그에 더해서 세계적 차원의 국제기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은 세계질

서의 주도국의 하나로서 입지를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국

제기구의 본부가 위치한 나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외교적인 상징성을 가진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유치로 세계 민주주의의 심장부로서의 상징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의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기구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국제사회의 정치적 리더십과 함께, 다양한 외교적 채널의 상시적 운용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특히 분단국으로서 간접적인 안전보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크다. 고용기회의 확대와 내수의 진작, 관광 및 컨벤션 산업

의 촉진 등 직간접적인 생산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적 효용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세계적 차원

의 국제기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들이 무엇인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자체적인 영토가 없는 국제기구가 한 나라에 본부를 설치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국제기구는 여러 나라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

하여 창설하지만, 자체적인 영토와 재원이 없기 때문에, 회원국들과 주재국의 전

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

을 해결하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하

여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설립 및 사무처 유치의 유용성  

현대 사회에서 국제기구는 개별 국가들이 국제적 영향력을 조직하고 발휘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국제기구에 얼마나 많이 가입해 있고, 얼

마나 많은 기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가에 따라 그 국가의 국제적 영향력이 드

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국제기구에의 가입과 활동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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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자국에 국제기구의 본부를 유치하고, 국제기구에 자국의 국민들을 진출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제기구를 유치하거나 국

제기구의 고위직에 자국민을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유무형의 영향력을 확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기구의 유치실적이 그 국가의 국제

적 영향력을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은 그 국제적 영향력에 걸맞게 약 3천 6백여 

개의 국제기구를 자국에 유치하고 있다. 한편, 국제기구의 유치는 해당 국가들의 

국제전략을 반영하기도 한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다양한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익은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을 망라한다. 

순위 전체 국가 국제기구 수 아시아국가 국제기구 수

1 미국 3,646 일본 382
2 벨기에 2,194 인도 299
3 프랑스 2,079 필리핀 191
4 영국 2,048 싱가폴 124

5 이탈리아 1,072 말레이시아 117

주: 한국 내의 국제기구 수는 43개임.

<표 1> 국제기구 유치 순위

현재 세계에는 2008년 기준으로 62,468개의 국제기구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32,000여 개 기구가 실제 활동 중이다 (대외경제연구원 2009). 이 중에 

국제 정부 간 기구와 국제 비정부 기구를 포함한 중앙 사무국을 소유한 국제기

구는 전 세계의 5,600여 개 지역에 2만 2,000여 개가 위치해 있다 (한영주 

2008). 국제기구를 유치한 상위 5개국을 보면, 미국에 3,646개의 기구가 위치해 

있으며, 벨기에에 2,194개, 프랑스에 2,079개, 영국에 2,048개, 그리고 이탈리아

에 1,072개의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다. 이러한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아시아, 아

프리카, 남미 등의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국제기구들이 위치해 있지만, 

최근 이들 지역에서도 국제기구의 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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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일본이 382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

였고, 인도가 299개, 필리핀이 191개, 싱가포르가 124개, 말레이시아가 117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국제기구의 유치가 자국

의 국익에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고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태국이나 홍콩, 여타 개발도상국보다도 적은 약 70여개의 국

제기구를 유치 중이며, 이 중에서 우리 정부에 의해서 지원, 관리 중인 의미 있

는 규모의 국제기구는 총 43개(2012년 기준) 정도이다. 그나마 이 중 상당수가 

최근 유치된 것으로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27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국제기구 유치의 효용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1. 정치외교적 효용

국제기구의 유치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익은 무엇보다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구는 다수의 국가들이 정치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쟁의 장이다. 국제기구 하나하나가 바로 

국제외교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교적 경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

시적으로 국제기구 및 국제외교관들과 접촉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바로 국제기구 본부의 국내유치인 것이다. 세계화의 심화와 함께, 국제적 협

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접촉의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 이러한 

국제기구가 상주함으로써, 국제적 접촉을 위한 시간적, 재정적 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타국으로의 국제 출장업무가 감소하는 등, 인력운용에

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뉴욕에 국제정치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연합을 유치한 미국이 누리고 있는 외교적 프리미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미국은 국제연합을 통해서 국제외교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뉴욕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의 파리나 영국의 런던, 스위스의 제네바, 오스트리아의 빈, 벨

기에의 브뤼셀 등은 모두 이러한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써 국제적인 영향력을 

극대화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에서도 일본의 도쿄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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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방콕, 필리핀의 마닐라 등이 국제기구 유치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워나

가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은 국가의 대외적 명성이나 국가이미지 등에서 나

오는 연성권력(Soft Power)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군사, 경제적 국력의 차이에서 오는 경성권력(Hard 

Power)도 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연성권력으로

부터도 나온다. 연성권력은 경성권력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Nye 1990). 즉, 한 국가가 가지고 있

는 협력자,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나 국제규범의 적극적 수용자로서의 평판 등이 

그 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관들이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인사들은 대부분 자국 내에

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사들로서 해당 국가의 국가정책이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외교적 성과라는 것이 항상 공식적인 교류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공식적 교류나 인적 네트워크가 때로는 공식적인 외교보다 국가 

간의 관계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기구 회원국들의 

지도층과 교류를 확대해 나아가는 것은 공공외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

니라 국제공무원들 간의 우호친선의 관계를 증진시켜 공식외교를 측면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민간외교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과 대외 이미지 제고

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국제기구의 유치와 국제적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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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국내 유치를 통한 이러한 정치적인 이점 외에도 외교안보적인 측

면에서의 이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은 세계 4대 강국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독특한 지정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지정학적 완경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이 필수적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국내 유치는 주변 4대 강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를 더 이

상 분쟁의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변 4대 강국이 만나는 협력의 장으로서 

한반도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대 강국이 모두 국제적 

영향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한반도가 국제정치적으로 상징성 있는 

국제협력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갈등과 대립이 교차하는 위치에서 조화와 협력이 

교차하는 위치로 지정학적 의미를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유럽

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대립하던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대립을 

완화하고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간지대인 벨기에의 브뤼셀이나 스위

스의 제네바를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과 같

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국내 유치를 통

해서 아시아의 브뤼셀과 같은 정치협력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국내 유치는 바로 이러한 정치, 외교안보적인 다양한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다른 국제기구들과 달리 민

주주의의 성공적 집행이라는 차원 높은 국제협력을 추구하는 결사체로서, 그 자

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본부 유치국으로서 누리는 정치적 효과가 더

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즉,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사무처 유치를 통해서 대한민

국을 세계 민주주의의 심장부로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세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를 세계에 각

인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과 이미지는 다른 여타의 국제기구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체계적인 민주선거제도를 전수하는 역할을 성공

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또 한번의 민주화 물결을 이끌어낸다면, 민주주의의 후원국

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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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의 한국 내 유치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

는 독특한 외교안보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기구라는 것이 강제

적 집행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세계정부로서의 완벽한 기능

을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세계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사회에 행위의 규범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제적 규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는 도덕적 비난이나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즉, 정치적 강제력을 동원하지는 못하더라도 국제사회

에 도덕적인 호소를 통하여 개별 국가들의 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 

<그림 2> 국제기구의 유치로부터 얻는 정치안보적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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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4대 강국에 의해서 둘려 싸여 있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정체로 분단되어 있다는 약점

을 가지고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의 국내 유치는 이러한 외교안보여건

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상징성 있는 국제기구의 존재가 대북 억지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현재의 한

반도는 주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산하 연합국의 전쟁 억지력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안보현실에서 국제기구 사무처의 

존재는 전쟁 억지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규범의 집행자로서의 국제기구의 국내유치는 분쟁의 억제기제

로서 작동할 수 있다. 외부에 의한 물리적 공격이 자칫 국제법상의 지위를 가지

는 국제기구나 다국적 요원들로 구성되는 국제기구의 상주 인원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힘으로써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집단대응의 빌미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국제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외부로부터의 공

격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완충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

기구의 수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분쟁의 억제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특

히, 민주주의의 집행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국제기구의 존재는 이러한 억

지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세 번째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국내 유치는 국제사회에서 중간국 또는 중

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연관이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최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는 성공신화를 작성해왔다. 개도국의 입장

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의 문물인 

민주주의와 선거를 후진국에 접목시키는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경험

하고 짧은 기간 내에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확립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사실 민주주의나 선거라는 것이 선진국에서

는 당연시되는 것이지만, 후진국에서는 국내 정치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실패를 불러오고, 나아가 정치적 폭력과 제도적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민

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특히 회



｜ 38 ｜ 연구방법논총 ｜ 2016년 가을호 제1권 제2호

원으로 참여가 예상되는 UNDP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유지해 나아간다면, 국제

사회에서 국력과 외교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경제력의 배양을 바탕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

국의 위상을 확립해왔지만, 냉전시대의 대립적 동맹외교, 강대국 위주의 쌍무외

교의 타성에 젖어 다자외교나 국제협력에 소홀히 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이다. 즉, 신장된 국력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데에 소홀했던 것이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인권이나 환경, 민주주의의 신장과 같은 전 지구적인 이슈들이 핵심적인 관심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유치하는 것은 이러한 핵

심적인 사안들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기반을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2. 경제적 효용 

국제기구는 국가 간 협력과 조정을 이루어내는 정치적 결사체이지만, 유치국

가의 국내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

는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제기구는 국제적 업무를 수행하는 고

도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물적 자원들이 국제기구의 각종 일상 업무나 국제회의의 참석 등을 통하여 국제

적 협력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기구 사무처의 유치는 국내의 국제회의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투자환경개선효과를 제공하여 투

자를 유인하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에 기여하게 되는 등, 생산,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의 존재는 해당지역의 안보상황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 이것이 외국기업들의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의 유치로 국제회의 등 각종 이벤트가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고소득 외부 경제주체가 국내로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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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사무처가 위치한 국가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국제회의의 장소로 이용되

는데, 이 때 워크숍, 컨벤션 등 각종 국제회의의 유치는 각종 전시성 행사를 동

반함으로써 또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능하게 된다. 보통 국제회의와 더불

어서 호텔의 객실이나 컨벤션 룸 등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통역과 번역을 비롯

하여 관광, 세탁, 유지관리, 요식업 등이 덩달아 발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

제기구의 본부가 위치하게 됨으로써, 각국 외교관들의 출장업무가 증가하게 되어 

항공업을 비롯한 수송산업의 발달도 촉진하게 된다. 

<그림 3> 국제기구 유치의 경제적 효용

1) 내수의 촉진

국제기구의 사무처를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경제적 이점은 무엇

보다 외국의 고소득 소비주체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상근주재원들은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의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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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경제력과 학력을 가진 인적자원들이다. 이들은 보통 해외근무로 인한 고

소득을 바탕으로 높은 소비여력을 가져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주재원들이 동반하는 가족들 또한 높은 생활수준을 바탕으로 주거, 음식, 교육, 

유흥 등의 생활필수 산업들에 대한 지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부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

을 통해 지역경제에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통계적으로 한명의 국

제기구 주재원이 해당 지역에 한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pecialist meeting for new ICC competition report, Hague 2007). 유럽

의 대표적인 국제기구 유치국가인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은 여러 도시에 

국제기구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각각의 도시에 평균적으로 약 2만여 명의 주재

원이 상주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신규 고용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의 국제도시들은 이러한 국제기구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기구관련 산업이 이 지역의 관광산업과 더불어 이들 

도시들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 기반이다.  

이 밖에도, 국제기구의 유치는 해당 국가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 옴으로써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제기구를 방문하는 외교관들이나 국제회의

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은 대개 공식일정 외에 비공식일정으로 해당국가의 관광과 

쇼핑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국제회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최종 목적지로 회의개최 도시를 향하기 때문에 체재일수가 8

일 이상으로 일반관광객의 5일에 비해서 길며, 일인당 소비액도 일반관광객의 

약 3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부산국제교류센터 2005). 또한 이렇게 한번 

방문한 외국인들은 방문국과 그 제품을 자국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역할

을 수행하기도 한다. 아울러,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국제회의 참석자들로부터 각

종 정보와 지식을 교환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국제연합의 본부가 위치해 있는 미국의 뉴욕은 바로 이러한 국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유치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41 ｜

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누리고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자

리매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2007년도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한 해 동안 국내에

서 유치된 국제회의들을 통해서 우리경제에 총 약 4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접적인 생산유발효과가 전체의 약 65%에 달하

는 2천6백억 원이었고, 간접적인 생산유발효과도 약 35%인 1천4백억 원에 달했

다. 이 중 국제회의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숙박업 부문이 전체 생산유발 중 약 

18%인 7백2십4억 원이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요식업산업으로 전체의 약 

12%인 4백6십7억 원이었다. 기타 차량임대업이나 여행 산업, 오락유흥업, 문화, 

운동경기 등의 산업들도 국제회의 유치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의 국내 유치는 국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2007년 자료의 경

우, 한 해 동안 국제회의를 통해서 창출된 총 신규고용은 연인원 약 832만 명으

로 추산된다. 이중 직접효과는 전체의 약 65%인 약 537만 명이었고, 간접효과

는 약 35%인 295만 명이었다. 분야별로는 역시 숙박업이 전체의 약 29%인 

242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이 약 25%인 207만 명이었다. 이로 인한 소

득유발효과는 총 786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직접효과가 72%에 달했고 간접효과

가 약 28%에 달했다. 숙박업이 약 30.5%인 2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식업

이 13.6%, 소매업이 12.6%로 그 뒤를 이었다(한국관광공사 2008).

2007년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국제회의나 국제기구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이

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국제회의의 유치로 인한 생산 및 고용유발효

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가 국제기구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1년 한국의 국제회의 유치 건수는 469건으로 2007

년에 비해서 약 75%나 증가하였다(한국관광공사 2012). 이러한 결과, 세계 15위

권이던 한국의 국제회의 유치 규모는 6위까지 상승하였다. 아울러, 이 

자료는 순수하게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에 따른 일시적 경제유발효과들의 총

합만을 추적한 것이어서, 국제기구의 사무처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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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중 상시적인 경제적 유발효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한 

위의 자료에서 보이듯이 일시적인 국제회의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들이 

주로 유동인구의 동선에 따른 숙박산업이나 요식산업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기구의 사무처를 유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시적 경제효과는 단

순히 국제회의만을 유치했을 때에 비해서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림 4> 국제기구 유치의 파급효과

3)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경제유발효과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경우도 이상과 같은 생산과 고용유발 등 경제적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처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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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각 국에서 파견된 주재원들과 주재원 가족들이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현재 침체상태를 겪고 있는 송

도국제도시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는 데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침체를 겪고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분양사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주

재원들의 가족들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비의 증가로 내수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일시적인 국제회의의 개최와 달리, 영구적인 국제기구의 사무처가 입주

하게 됨으로써, 각종 사무실의 공실률을 낮추게 될 것이고 이를 보조하게 될 각

종 민간 서비스 업종의 입실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주재원들의 삶에 필

요한 국제학교 등 교육시설과 병원 등 의료시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해당 산

업에 대한 국제자본의 유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수적으로, 이러한 교육, 의

료시설의 투자로 인한 선진국의 의료기술과 선진 교육제도의 국내 유입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혁신의 효과도 기대해 볼 만 하다. 

이와 함께,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연간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국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주최하는 각

종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될 국제 유동인구의 증가로, 항공 산업과 숙박업을 비

롯한 요식업종 등 관광산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송도국

제도시에 입주하게 될 다른 국제기구들과 함께 연계해서 관련 산업들을 전략적

으로 개발한다면 이 지역 서비스산업의 발달에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게 될 것으

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주 인원 약 500여 명

으로 예상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송도 유치로 인한 사무국의 주재원과 그 

가족, 지역 노동자 및 외국 국제회의 참가자, 관광객 등의 소비지출과 고용파급

효과가 연간 총 3,8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잡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도 녹색기

후기금으로 인천지역경제에만 연간 1,9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

망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이것을 기준으로 볼 때, 녹색기후기금의 약 7

분의 1에 해당하는 상주인원 60-70명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우리나라에 연간 

약 545억 원의 생산과 고용유발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역만으로 

한정해도 연간 약 300억 원의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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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실무단의 계획대로 협의회의 규모가 상주인원 300명 

정도로 확대된다면,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경제유발효과는 연간 약 2,7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A-WEB의 예상 경제유발효과 

경제유발 항목
경제유발 예상액

출범 초기 상주인원 300명 확대

주재원 소비지출 약  93억 원 약   465억 원

지역노동자 소비지출 약  18억 원 약    90억 원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소비지출

약  49억 원 약   245억 원

외국인 관광객 소비지출 약  16억 원 약    80억 원

GDP에 미치는 효과 약 363억 원 약 1,815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6억 원 약    30억 원

총계 약 545억 원 약 2,725억 원

4) 국가브랜드의 제고

마지막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의 유치는 그 업무의 특성상 국가브랜

드 제고의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다. 새로이 설립될 세계선거기

관협의회는 향후 주요한 업무의 하나로 개발도상국 등 후발 민주주의 국가에 민

주적 선거가 실시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계몽적 성격의 업무특성상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외에도 지원 사업을 통한 국가

브랜드를 제고함으로서 국내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선진 문물인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한 호감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적 선거의 지원 사업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각종 공적개발원

조(ODA) 사업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들과 연관되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최근의 원조사업들은 단순한 경제개발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선순환의 싸이클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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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민주적 선거 등 각종 선진 문물들을 전파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

다. 이러한 환경에서 민주적 선거를 확산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세계선거

기관협의회의 업무는 국제적으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이다. 특히, 세계선거

기관협의회의 기관회원으로 유엔개발계획 (UNDP)이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협력

의 전망이 더욱 밝은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적 선거관

리를 전파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국가 브랜드의 이미

지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벌어질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부수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 A-WEB의 유치와 국가브랜드 제고 

한 나라의 국가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만 치중해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오랜 기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리적인 요소들이 결합

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정치체제나 민주주의의 정도, 정치지도자의 

명성과 같은 요인들이,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안정과 청렴도, 복지제도의 수준과 

같은 요인들이, 문화적으로는 그 나라의 역사나 상징물, 스포츠 수준과 같은 요

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경제적으로는 경제규모, 경제환경, 유명기업의 이

미지와 같은 요인들이, 물리적으로는 국토의 크기나 인구규모, 자연경관 등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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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

록 조정하고 연계하는 것이 좋은 국가브랜드의 창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림 6> 국가브랜드 제고의 개념도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사무처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경제적 이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정부도 이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

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지출은 비용이라는 

관점이 아닌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뉴욕에 있는 국제

연합은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며 뉴욕시의 지역산업

에 이익을 가져다준다. 우리나라에 유치되는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의 상품과 서비

스를 구매하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해당 지역의 산업에 이익을 가져

다 줄 것이다. 국제연합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이 유엔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1.5달러의 경제적 반대급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국제평화유지활

동과 유엔의 산하기구들, 그리고 유엔의 핵심관리들의 활동 등에서 파생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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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만으로 미국경제에 35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비록 초기 단계이

지만, 우리도 국제기구를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3. 사회문화적 효용

국제기구의 본부를 국내에 유치하는 것은 정치외교적 효용과 경제적 효용 외

에도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해당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의 뉴

욕이나 스위스의 제네바와 같은 국제도시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기

구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국제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관

용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국제기구에서 매일같이 다루는 국제적인 

업무들을 지역의 현안처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지역의 언론들도 해당 국제기구를 지역 내의 경제적 생산을 

유발하는 구성원으로 보고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도한

다. 이와 같이 지역 내의 국제기구들이 생산해내는 국제적인 사안들과 매일 접

하게 되고, 국제 외교관 신분의 주재원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 국민들의 

국제적 안목이 넓어지는 등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

연합의 본부가 위치해 있는 미국의 뉴욕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고 인종이나 피부색 등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경향을 보이는 

등, 국제적인 인권의 이슈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국제

기구를 통한 국제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화 경향과 관련해서, 국제기구의 유치는 국민들의 국제표준에 대

한 인식을 제고시켜 각종 제도 및 규범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촉진시킬 가능성

이 높다. 국제기구는 그 업무의 특성상, 국제적 표준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 인종, 문화, 종교적 배경을 가진 국제적 행위자들이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외국인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서 국제적 표준에 대한 필요

성이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해도 확산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민주적 선거제도라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분쟁의 해결, 자

유시장 경제체제의 도입, 인권에 대한 존중, 인종, 성별, 교육, 나이에 의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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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우의 금지와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많은 제도적, 규범적 표준들이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화의 진전은 바로 이러한 국제적 표준의 국내 수용

과 확산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업무에 대한 단순

한 관심의 증가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 외교적인 이슈들을 국제적인 협상의 과

정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국제적 과정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

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국내 유치도 바로 이와 같은 세계시민의식 함양이나 국

제화의 고취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에 전 세계 6개 대륙의 지역협의회가 참여하게 되고, 각국으로부터 주재원들이 

상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유치하게 될 지역의 주민들과 접촉이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기관의 업무에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될 것이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 민족적인 배경을 가진 국제회의 참석자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외부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도 확대되게 될 것이다. 특히,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통한 국

제적 협력의 주요 대상이 될 제 3세계 후발민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많은 방문

객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소 서구중심적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편견을 교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민주주의 의식을 더욱 고

취시키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의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적 선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

착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민주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진

화하는 것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를 유치한 주도국으로서 자긍심이 고

양된다면, 이러한 민주적 선거제도의 운영과 정착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관심이 

확대되는 데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유치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민주적 선거제도를 발달시킨 선진국이라는 국민적 의

식이 확산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가 이루어낸 정치 선진국으로서의 위치를 

지켜내고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게 될 것이다. 이를 통

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세계선

거기관협의회의 국내 유치를 통해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유치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49 ｜

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고화라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

다. 

국내에 국제기구의 사무처를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실질적 이

익은 국제기구에 우리 국민들의 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는 지난 몇 년간 국제기구들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직책에 우리 국민들을 진출시

킨 경험이 있다. 지난 십여 년간 정부와 개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김대중

정부 하에서 국제연합 총회의장을 배출하였고, 노무현정부에서는 마침내 세계 최

고의 국제공무원인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을 배출하였다. 이어 이명박정부에서는 

녹색기후기금을 국내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비록 대한민국 

국적자는 아니지만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김용 세계은행총재가 미국의 지원에 

의해 선출되기도 하였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공무원인 유엔 사무총

장의 취임은 국내에 가히 국제기구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국제공무원이라는 새로운 직종을 소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많은 젊은이들이 국제기구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

다. 이제, 이러한 상징적인 몇몇의 인물들의 성공신화를 넘어서, 저변의 보다 많

은 국민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

한 노력은 어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자리에 도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여건을 지속적인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

다.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도 국제기구에 보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진출해 있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외교적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데

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의 국내 유치는 비록 한정된 자리일지라도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국내의 많은 인재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된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국내에 유치되면, 본부

에 사무인력과 연구 인력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국제회의를 담당하게 될 정규 

및 비정규 인력의 채용이 이어질 것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인력채용이 단순

히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서의 채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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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경험이 국제연합을 비롯한 더 큰 국제기구로 진출하는 데에 중요한 경력

이 됨으로써, 제2, 제3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지난 십 수 년 동안의 경

험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기구에 진출할만한 어학적, 전문적 실력을 갖

춘 인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이 그동안 국내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회의에서 매우 훌륭하게 활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의 특성상, 행사들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버림으로써, 이러한 우수 인력들이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국내 유치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녹색기후기금과 같이 국내 유치

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국제기구들과 연계된 노력이 펼쳐진다면 더욱 큰 시너

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국내에 유치되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비정부기구들이 이를 중심으로 새로이 형성되거나 재편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국제기구의 탄생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혜

택이 부수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본부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그 활동을 적

극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나 선거제도를 후발 민주주의국가들

에게 전파하여 일종의 선거한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세계선거기관협

의회의 창설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협의회의 창설을 최초로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

라, 창설을 위한 국제 실무단회의를 비롯한 국제컨퍼런스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

는 등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창설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이미 그 영향력을 세계에 입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이행의 모범 국가로 거론하며 지지를 보냈다. 이러한 평판

을 바탕으로 후발 민주주의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아간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우호적인 국제여론의 형성은 향후 벌어질 제2, 제3의 국제기구 

유치전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이탈리아가 국

제연합 산하 세계농업기구를 자국에 유치한 이후, 국제기구 유치전에서 경쟁국들

을 물리치고 농업관련 국제기구를 싹쓸이 유치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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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화적인 우호감의 확산이 향후 벌어질 경제적인 국제경쟁에서 우리나라에 유

리하게 작용하리라는 것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4. 세계선거기관협의회 본부 유치의 특별한 의의

이처럼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외교

적 영향력의 확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사회문화적 위상의 제고와 같은 실용

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본부의 국내 유치는 바로 우리가 그 기구 자체의 설립을 제안하고 과정을 주도

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의의를 뛰어 넘는 특별한 의

미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한 것에 대한 의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내에 국제기구 유치실적이 미미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국제기구를 유치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적 기준으로는 물론

이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지역 수준의 기준에서 보아도 개발도상국들의 수준

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국제기구만을 유치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기구의 유치는 우리나라가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

이다.

둘째,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기존에 유치된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그 규모면

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우리나라에 유치되었던 국제기구들

은 대부분 상주 인원 10명 미만의 연락사무소 수준으로 상징적 의미 이상의 의

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그 규모면에서 국제백신연구

소 다음으로 큰 규모가 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단순히 우리나

라 국제기구유치 통계에 숫자 하나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적인 파

급효과의 측면에서나 국제적 외교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 

셋째,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전 세계 15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범세계적 차

원의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기구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국제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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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들 간에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한 각축의 장이 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

적 이익을 가운데 놓고 모든 나라들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경쟁하기 때

문에, 주도 국가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기구의 경우에

는 물질적 실리에 대한 경쟁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경향

이 있고, 주로 조직이나 의제를 주도하는 국가가 다른 국가들을 선도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 와중에, 지도국가와 추종국가가 구분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또, 작은 규모의 국제기구를 우

리나라에 유치하기도 하였지만,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

는 정치적 권위가 있는 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적은 없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국제기구들은 항상 

힘이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약소국들에게는 강대국

들이 차지하고 남은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국제기구나 산하 기구들을 생색내기 

차원에서 배정해주는 정도였다. 그러나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이러한 힘없는 기

구들과는 달리, 민주적 선거제도의 확산이라는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있는 분야에

서 범세계적 차원의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사회에서 차지하

게 될 위상이 한 차원 더 강화될 것임을 예고해 준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의의는 바로, 우리나라에 유치하게 될 세

계선거기관협의회를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설득하고, 조정하며, 그 창설에 주도적

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점이다. 이것은 세계선거

기관협의회의 창설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정치적 지도국의 반열에 올라섰음을 보

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적 발전으로 경제대국의 

명성은 얻었으나, 외교, 안보, 지리상의 취약성으로 인해 정치적 지도력을 제대

로 발휘해 본 적은 없었다. 경제적 위상은 시기마다 실적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지만, 정치적 위상은 새로이 구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번 구축하면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창설준비과정에서 세계의 대륙별협의회를 

묶어내고 이견을 중재하며, 다른 선거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여 회원국들 사이에 강한 신뢰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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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창설뿐만 아니라, 본부의 국내 유치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

를 거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창설과정에서 조직적 리더

십을 발휘한 것처럼, 향후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도 아젠다 세팅 등 이슈주도국

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사회가 

우리가 제안한 국제기구의 창설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리더십

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지도국으로서 역할을 한 국가는 계속해서 지

도국으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그 본부 사무처가 우리나라

에 소재하고 있고, 우리정부의 경제적 지원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러한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서 비공식

적으로 영구 상임이사국과 같은 지위를 유지하게 해 줄 것이다. 

III. 해외 사례: 네덜란드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의 경제는 지역 내에 유치한 각종 국제기구의 존재로 인해서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헤이그시는 자신을 스위스의 제네

바나 오스트리아의 빈, 미국의 워싱턴과 같은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하

여 평화와 정의의 국제도시를 자처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들의 국제도시, 사

법도시의 특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비전 2011-2015’를 수립하는 등 매우 적극적

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헤이그시 당국의 ‘평화와 정의의 국제도시화’ 

전략은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헤이그시와 그 인근 지역의 국제기구 밀집 커

뮤니티는 꾸준히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그에 맞추어서 지역 내 법률시장의 규모

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에 헤이그시의 요청으로 독립

적인 자문회사인 Decisio가 수행한 연구 자료는 국제기구 집단이 경제적으로 

헤이그에서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2004년에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은 헤이그의 전체 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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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3.9%를 차지했지만, 2007년에는 5.7%, 2010년에는 7.3%로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그림 7> 헤이그지역 고용시장에 국제기구의 점유율  

네덜란드에서는 국제기구가 연간 35,500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해내

고 있다. 헤이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헤이그 국제기구 관련 

일자리는 연 평균 약 8%가 증가하였다. 고학력 전문직의 일자리들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고용된 IT 전문직들과 국제기구 주재원들의 커뮤니티가 주로 이용

하는 제과점과 같은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도 같이 증가하였다. 국제기구의 일자

리는 2007년 14,000여 개에서 2010년 18,000여 개로 4,000여 개가 늘었다. 고

용형태를 보면, 숙련/비숙련 IT 직종, 청소, 보안, 통신과 금융서비스 등을 망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고소득 소비자인 국제

기구 직원들의 소비 등의 간접적인 효과로 17,500개의 일자리가 제 3의 영역에

서 추가로 창출되었다. 헤이그시에 있는 국제기구의 직원들 대부분은 우리 돈으

로 약 1억 원이 넘는 약 79,500 유로의 고소득 연봉자들이다. 이것은 연간 약 

54,000 유로를 벌어들이는 네덜란드 국내 근로자들 평균에 비해서 약 50%정도 

높은 것이다. 이상의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헤이그시에 한 명의 국제기구 직원

이 늘어날 때마다, 헤이그의 지역사회에 한 명의 고용이 추가로 창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유치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55 ｜

<그림 8> 국제기구의 고용과 헤이그지역 고용

이러한 일자리의 77%가 헤이그와 그 주변에서 만들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국

제기구가 헤이그시의 가장 중요한 고용 창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기

준으로 헤이그 지역에서 국제기구는 연간 27억 유로를 지출했다. 이 숫자는 

2007년의 17억 유로에서 3년간 60%나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국제기구의 직원

들도 2010년 한 해 동안 네덜란드 전역에서 7억 유로를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

하는 데 소비하여 다른 부문에 약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50% 이상이 헤이그시에서 발생한 것이며, 1/3 이

상이 헤이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Decisio 2011).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국제기구의 영향으로 지역 내 국민총생산(GNP)에서 국제기구가 차지하는 비율

은 2004년 5.9%에서 2007년 6.4%, 그리고 2010년에는 10.8%까지 치솟았다. 

Decisio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에 국제기구들이 헤이그에서 급격히 증가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기존의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국제기구들이 헤이

그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국제기구 중 대다수는 비정부간 기구이다. 이러한 

비정부간 기구들은 설립자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에 참여하는데, 자신들

의 활동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영향력의 대상으로 삼는 

중요한 정부 간 기구와 인접한 지역에 자리 잡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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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있는 정부 간 기구의 유치는 또 다른 정부 간, 비정부간 기구의 유치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헤이그시의 경우에, 유로폴(Europol)과 유럽특

허청(Europe Patent Office) 같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정부 간 기구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각종 비정부기구들을 끌어들이는 데에 큰 공헌을 하

였다. 현재 헤이그 지역에 정부 간 국제기구는 유럽기구를 합하여 약 40

여 개인 반면, 이로 인해 유치된 비정부간 기구들은 약 150여 개가 넘는

다. 

<그림 10> 헤이그 지역의 GNP에서 국제기구의 점유율 

<그림 9> 헤이그지역 근로자의 소득수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유치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 57 ｜

다음으로는, 헤이그시가 국제기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의 주재원들에

게 제공한 서비스가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헤이그시에는 우리나라의 송도 국제업

무단지와 같은 국제구역(international zone)이 설치되어 국제기구들에 각종 편

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기구의 주재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

여 헤이그 국제센터를 개소하고 헤이그에서의 주거나 직업 등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기구의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특히, 헤이그시는 보다 많

은 비정부기구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국제업무지구 내의 지원을 그 숫자에 한계

가 있는 정부 간 기구로 한정하지 않고, 비정부기구들만을 위한 업무빌딩을 제공

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비정부기구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전 2011-201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헤이그시 당국은 국제사법도시로서 입

지를 구축하고자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Rotterdam-The 

Hague 공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 상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점도 헤이그

시가 국제기구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함의

이상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외

교, 경제, 사회문화적 효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부 간 국제기구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것은 정치외교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정치외교적 효과는 민주적 선거관리협력을 

추구하는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민주주의의 중심 국가로 인

식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세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징성 있는 국제기구의 존재는 완충

장치의 역할을 함으로써 한편으로 한반도에서 분쟁의 위협을 억제하는 기능을 담

당할 것이다. 오히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를 

주변 강대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이 만나는 협력의 장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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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성공적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한 경험이 있기 때문

에, 두 그룹의 국가 모두에게 협력의 파트너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유치는 국제회의와 관련된 여러 서비스산업

의 성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수적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 밖에도, 

국제기구의 유치는 해당 국가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 

옴으로써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도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문화적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본부의 유치는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이나 

국제화의 고취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나라에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

러, 민주주의 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의 국민적 자긍심

을 고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본

부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나 선거제도를 후발 민주주의국가들에게 전파하여 일종의 선거한류를 형성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를 비롯한 정치권의 지원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성

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의 본부와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주재원들의 지위

에 관한 국내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제기구는 국제관례 상 독립성과 자

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지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제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부에 대한 불가침의 치외법권과, 그 주재원들에 대한 외교관에 준하는 

특별대우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적으로도 본부 유치국가로서, 그리고 세

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마지막 조건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선거와 국제관계에 전문적인 인력과 기구를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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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uth Korea, who had overcome Korean War with the 
assistance of the United Nations, has kept close relationship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Korea has led the process to 
establish The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A-WEB), 
whose aim is to spread democratic election systems in the 
world, especially to the underdeveloped world. The 
establishment of the A-WEB is a groundbreaking monument in 
South Korean diplomatic history, which shows South Korea's 
grown leadership to compromise diverse interests of many 
countries. Inviting headquarters of IOs would bring about 
diverse positive impacts in political, diplomatic, socio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This research will find gains and 
advantages we can achieve by attracting A-WEB to Korea. For 
the purpose, I will compare the case of Hague, Netherlands. 

Key Words: A-WEB, Invi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mocratic 
Election System, International Leadership, Economic Gai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