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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 공적개발원조(ODA)의 비판적 고찰

     제주대학교 석사과정

고다슬 

Ⅰ. 서론

   우리나라는 종전 직후 1인당 GDP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이었다. 광복 이후 

1999년까지  국제사회로부터 약 120억 달러의 원조를 통해 전후복구 및 경제성장

을 이룩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2000년 OECD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고, 

현재는 세계 GDP 순위 11위를 기록하는 경제대국이 되었다.1) (2017.4. IMF) 한국

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는 국제사회의 원조의 힘이 컸다. 한국은 원조를 통한 경제

발전의 성공사례이자 모범사례로 주목받으며 경제규모 증가와 더불어 국제무대에서

의 위상 제고로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 수행이 요청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7년 대외

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과 1991년 한국

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이 창설되었다. 

1996년 소위 선진국 진입의 관문격인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회원국이 되었다. 2006

년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로 이원화되어왔던 유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개발협력 

정책의 시스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출범

하였다. 2009년 최종적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의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OECD/DAC는 주요 공여국 간 회

의체로서, 회원국 간 상호협력, 정보교환, 정책조정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운영

된다. DAC는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 함께 OECD의 3대 위원회의 하나로서, 

DAC 가입국이 바로 공식적인 공여국 그룹이 된다. 2010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2)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 및 국제개발 협

력에 관한 기본 정신과 목표, 원칙 등을 천명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1) Economic power Top 15(2017). 출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 공적개발원조(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말한다.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ODA는 국제사회에 만연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과 함께 시작되었다. 1945년 UN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윟나 국
제적 협력 증진’을 천명하고, 이후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UN아동기금
(UNICEF) 등 전문적인 긴급구호 기구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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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의 규모는 1987년 2,350만 달러를 시작으로 2017년 22억달러(OECD 

Stats, 2018)로 증가했다. OECD/DAC 국가들의 평균과 권고치에는 미치지 못하지

만, 경제성장과 더불어 그 규모를 매년 증가시키며 향후 2020년까지 ODA/GNI(국

민총소득) 비율 목표치 0.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선진국들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제외한 개

발도상국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조가 빈곤국의 정

치·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빈곤국에게 필

요한 자원을 이전해주는 ‘원조’만으로는 개발이 촉진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따라서 ‘원조 패러다임’에서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합의가 국

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원조관련 행위자들로부터 등장하였다. ODA의 인도적 측면

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국제개발협력의 참여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2011년 부산에

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는 공여국의 지방정부, 시민사회, 수원국 정부, 민

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새로운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partnership)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정부 대 정부(G2G) 차원의 ODA도 중요

하지만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의미

를 내포한다. 민관협력은 개발재원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민간의 창의와 정보를 이

용하여 개발사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로 공적개발원조는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으로서 한국이 가지는 국가적 책임이자 국격을 올리는 일

이며, 우리의 미래 세대가 개발도상국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

기도 하다.   

   한국 정부의 ODA 교류 확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적, 세계적 네트

워크 형성과 지자체의 독자적인 사업을 위해 ODA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그간 진행되었던 지방정부의 ODA 방식과 투자의 효과에 대한 평가나 사업비교 사

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 마찬가지로 종전직후, 이전에 일어났던 4.3사건

과 6.25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혼란의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 

UN한국재건단(U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은 육지부 피난민 제

주 수송과 주택건설, 식량 보급 및 학교 교실 복구·증축뿐만 아니라 제주·한림·서귀

포·모슬포에 발전기 설비 등을 원조하였다. 1961년 제주 농업인 경제자립을 위한 

개척농가 조성은 맥그린치(Patrick James Mcglinchey)신부에 의해 선진 축산업과 

기술의 도입으로 현재 제주 양돈축산업의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 제주의 발전은 국

제사회 ODA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제주가 국

제사회의 개발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ODA의 선진사례인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ODA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

펴본 후, 제주지방 차원의 ODA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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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ⅰ)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의 개념

   국제개발협력이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

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

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

(Overseas Aid) 등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

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이라 할 수 있

다. 공여국이나 기관에 따라서는 빈곤감소 외에도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산, 평화와 

안정 유지,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다양한 상위 목적을 가지고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가장 많은 공여국이 채택하고 있는 목적은 빈곤감소이며, 빈곤퇴

치는 경제, 사회, 정치, 안보, 환경 측면 개발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될 수 

있다는 면에서 위와 같은 목적들은 서로의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빈곤을 해결한다는 것은 인간의 경제적, 인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보호적인 

역량을 다차원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환경과 양성평등의 요소도 고

려의 대상이 된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극도의 기아와 빈

곤, 재해로 고통 받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

는 의무를 지녔다. 또한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가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는 

전쟁과 테러,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전염성 질환, 국제금융위기 등 국경을 초월한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공공재(Global public 

goods)의 공급과 같은 전지구적 공조가 요구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를 

포함한 지구적 과제의 해결 없이는 선진국의 번영과 안정도 달성될 수 없다는 인식

에 기반한다. 

                            <그림 1>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년 UN총회에서 189개국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합의된 개발협력 목표로서, 

다차원적 빈곤 해결을 위한 공동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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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극심한 빈곤 및 기아, 교육, 보건, 환경, 개발협력 등을 포괄

하는 8가지 목표와 60여 개의 측정 가능한 지표를 사용하고 달성 기한이 구체화되

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림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MDGs의 후속 의

제로서, 2016~2030년까지 세계가 빈곤 종식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설정한 발전 계획을 의미한다.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MDGs 이후의 새로운 개

발 목표인 SDGs가 채택되었으며, 지속가능개발목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

부 목표를 담고 있다. 

ⅱ)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개념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개발원조’, ‘대외원

조’, ‘국제협력’, ‘개발협력’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

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

다.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 3> 양자간 원조· 다자간 원조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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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리나라의 ODA 분류 및 실시체제 (출처 : ODA 정보포털)

   공적개발원조는 ‘양자간 원조’, ‘다자가 원조’로 나뉠 수 있는데, 공적개발원조 

전달 경로에 따라 달라진다. 양자간 원조(Bilateral Aid)는 국가 대 국가(G to G)베

이스로 공여되는 개발원조를 말한다. 양자간 원조는 자금상환 조건에 따라 무상(증

여, Grant)과 유상(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의 형태로 이원화 된다. 원조 

유형과 양식은 기술협력, 프로젝트, 예산지원, 재난복구, 식량지원, 부채탕감, 시민

단체기관 및 다른 비정부기구를 통한 간접 원조도 포함될 수 있다. 다자간 원조는 

개도국을 원조함에 있어 그 나라에 직접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세계은행, 아시아개

발은행 등 국제적인 대부기관에 출자함으로써 간접으로 원조하는 방식이다. 양자간 

원조방식과 달리 1970년대부터 채택된 다자간 원조방식은 개도국의 민족주의의 고

양에 대응하면서 자본의 국적을 은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원

조는 양자간 원조와 비교하여 첫째, 국제기구에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

용할 수 있으며, 둘째, 정부 주도로 원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국가와 지원에 대

하여 원조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점이 있다. 다자간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는 경

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국제개발금융기관과 기술협력에 관련된 유엔의 

개발원조기구 등이 있다. 국제개발금융기구로는 세계은행 그룹과 아시아개발은행

(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같이 특정한 지역과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

역개발은행이 있으며 유엔의 개발원조기구로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구기금

(UNFPA),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있다.

Ⅲ. 한국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개괄

   한국정부의 지난 10년간 연도별 ODA 지원현황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10년 한국이 DAC에 가입한 이후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원조비율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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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율 또한 2015년에 대비 0.02%p 상승해 

0.16%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2020년까지 0.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 현황 (순지출기준)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ODA(A+B) 696 802 816 1,173 1.324 1,597 1,755 1,856 1,915 2,246

양자간 원조(A) 490 539 581 900 989 1,183 1,309 1,395 1,468 1,548

다자간 원조(B) 205 263 234 273 335 414 445 460 446 697

ODA/GNI(%) 0.07 0.09 0.1 0.12 0.12 0.14 0.13 0.13 0.14 0.16

(단위:백만불)

출처: OECD DAC Statistics

   한국의 ODA 담당 기관은 총괄 및 조정기구, 주관기관, 시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ODA에 관한 정책들이 종

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국무조정실에 개발

협력정책관실을 신설(2010년 1월)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

기관으로, 이들은 각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집행하는 

시행기관의 역할을 하며, KOICA 이외의 30여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상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산된 원조

추진체계, 유상원조와 양자원조 중심성, 아시아중심성, 보편적 국제규범 보다 구체

적 국가이익 중심성, 다자원조 지원시 유엔기구 보다 개발은행 중심성, 부문별 목표

의 비선명성, 그리고 한국개발경험 전수에 대한 강조로 정리할 수 있다. 요약하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국제개발

기본협력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3항)이라는 도구적 목표에 갇혀 수원국의 개발

이라는 본원적 목적으로 아직 옮겨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 2017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동료검토 최종회의를 통해 확정된 한국정부의 ODA에 대한 동료

검토(Peer Review)보고서4)를 보면,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한국 ODA의 개선을 위한 

12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1.ODA 시스템 부분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주어진 임무에 따라 효과적이고 

3) 개발협력의 세계정치 P.12
4)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은 매년 DAC 회원국을 대상으

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동 분야 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제도 개선을 도모하
는 동료검토(Peer Review)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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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원조사업이 기획될 수 있도록 전략 및 운영상의 의사결정이 적절한 수준

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ODA 체계를 지속 개선해야 한다. 

   2.한국의 모든 ODA 시행기관들은 위험분석 및 학습 필요성에 기반한 평가 대상 

선정, 평가결과 및 내부 교훈 공유, 사업 예산규모 및 개발성과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성과관리 및 평가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GNI의 0.3%로 확대하기 위한 일정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원조 비구속화 노력을 지속하고,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countries most in need)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4. 현지 사무소 및 재외공관의 활용을 포함, 한국은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파트너

십에 기반하여 각 국의 상황에 맞는 한국 고유의 기여 방안에 대한 전략적 관점을 

강화해야 한다. 협력대상국 정부와 기존 조정기제 활용, 타 공여기관과의 전략적 정

책대화 심화･확대 등의 방안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5. 한국은 협력대상국의 개별 사업요청 도출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포용적으

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한국의 자금 지원 종결 이후에도 협력대상국 정부가 사

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한국은 인도적 지원의 변화하는 성격을 반영하고, 한국의 인도적 지원, 평화

유지 노력 및 개발협력이 일관되고 상호 보완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여 인도적 지원 전략을 개정해야 한다. 

   7. 한국은 취약성 맥락에서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타 공여국 및 기구와의 

조정과 더불어 취약성을 다루는 관련 정책그룹들 내에서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8. 새로운 기회 및 도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 승인 과정을 간소화 하

고,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을 현장으로 더욱 분권화하여 새로운 기회 및 도전에 대

한 신속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9. 효과성 제고 및 모든 이해당사자 간 의사소통 개선을 위해 한국은 중점협력

국에서 한국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재외공관 혹은 현지사무소가 협력국 

정부의 모든 요청사항을 관리 및 조정하도록 하며, 체계 및 절차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지속적 노력에 대한 파급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시너지 제고 및 프로그

램 구성을 위한 사업(활동)의 수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0. 한국은 개발협력체계 전반에 걸쳐 필요한 역량 및 기술을 검토해야 한다. 

동 검토 결과는 한국의 시행기관들이 개발협력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전

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인력계획 수립에 활용되어야 한다. 

   11. 한국 정부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 과정에서 개도국 관련 정책의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규와 정책들을 잘 조정하고,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 및 부정적 전파 효과를 고려하여 경제･사회･환경 정

책간의 우선순위 조정기제를 구축한다.

   12. 한국 정부는 이행 파트너이자 독자적 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심화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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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지방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역사와 특성

   한국 정부의 전통적 원조행위자로서 기획재정부·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외

교부·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비전통적인 원조행위자로서 정부부처·공공기

관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 지방정부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

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중심으로 국제교류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ODA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공적개발원조의 주체는 선진국의 지방정부이며 대상은 개

발도상국의 특정지역,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방자치나 지방정부를 말한다. 지방정부

의 개발원조는 종종 분권화된 원조(Decentralized Assistance)라는 개념으로도 쓰

이는데, 분권화된 원조는 지방정부의 개발원조와 같은 의미만으로 사용할 수는 없

다. 분권화된 원조는 중앙정부의 개발원조를 제외한 것으로,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민간기업의 개발원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5) 

   원조행위자로서의 지방정부의 ODA는 장점과 단점이 상존한다. 장점으로서 첫째

는, 효과성 측면이다. 지방정부는 자매결연 등 이미 존재하는 체계를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수원국 내 공동체와 더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방

정부 ODA 효과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다.(UCLG, 2012). 지방정부들이 서로 유

사한 경험들과 도전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호이해가 높고, 이는 곧 원조효과성 

제고로 이어진다. 둘째는, 지속성 측면이다. 지방정부 ODA는 중앙정부 ODA에 비

해 보다 선택적이며 집중적이고 안정적이다. 지방정부의 특징은 어떤 분야에 집중

하여 ODA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연결된다. 다양하며 경쟁적인 정책현

안을 다루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와 연관된 소수 현안에 집중

하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는 국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기능

들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지만, 지방정부 ODA는 수원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

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정학적 이해관계에도 얽혀

있지 않아 중앙정부와 달리 외교적·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조정책이 바뀌지는 

않는다. 셋째, 재정적 측면이다. 예컨대 중앙정부가 GNI 대비 0.5%를 개발협력에 

사용하겠다는 공약 이행이 어렵다면 지방정부를 비롯한 모든 차원의 정부가 참여할 

때 이 같은 목표달성이 용이해질 수 있다. 

 단점 역시 존재하는데, 우선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정부 ODA는 국가차원의 

ODA 규모 증가나 원조의 질 및 효과 개선에 기여한다는 실증적인 연구는 없다. 또

한 지방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중앙정부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 지방정부들의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두 

5) Peirre Hafteck, 2003, “An Introduction to Decentralized Cooperation: Definitions, Origins 
and Conceptual Mapp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Vol.23, No.4,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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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원조분절화 측면이다. 무엇보다 지방정부 ODA는 다양한 원조 주체의 참여로 

협력과 조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지방정부가 ODA에 

참여할 경우 원조 분절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ⅰ) 서울특별시의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서울특별시가 오늘날과 같은 도시로 성장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50여 년 전

만 해도 전쟁 폐허였던 서울은 1인당 GNP가 82달러에 불과한 가난한 도시, 환경

오염과 전염병 등으로 고통 받는 도시였다. 그러나 종전 후 불과 3∼40년 만에 서

울은 거대도시로 성장하였다.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산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

구가 먼저 도시에 집중하면서 도시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경제사회적 기반

이 취약한 여건에서 도시민들의 삶을 지탱할 경제기반도 구축해야 하며 건강한 정

주환경도 만들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서울은 자원과 재원이 부족한 

여건에서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유일

한 도시이다. 서울의 이러한 발전 경험과 지식은 도시화를 시작하는 많은 도시들에

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적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세계도시와 나누는 ‘서울시 우수정책 해

외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속한 전지구적 도시화의 상황에서 서구 선진국의 

도시화 경험 및 도시계획 접근은 적절하지 못하며, 서울의 도시화 계획이 더 적절

한 함의를 갖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외 협력도시 역량강화 프로그램, 정책컨설팅, 

전문가 파견,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식공유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

교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들을 기획조정실 아래 국제교류사업단에서 진행한다. 

원조직은 국제교류담당관 아래 국제정책팀, 정책교류팀, 미주구주팀, 아시아팀, 국제

교류지원팀, 시티넷지원팀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 있었지만 2014년 1월 이후로 

해외도시들과의 적극적인 대응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해외도시협

력반을 신설하였다. ODA 사업은 국제교류사업단에 해외도시협력반 내 정책교류팀

에서 맡고 있다. 서울 정책컨설팅단은 해외도시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한 세계도

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창립되었다. 서울도시발전 정책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교수, 연구진들이 직접 해외도시에 파견되어 해당도시의 도시화 문제 해결

을 위한 정책 컨설팅, 서울시 정책 소개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서울시

정의 목표인 ‘함께 서울’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2004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주요 재난에 대한 구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대외협

력기금을 신설하였고,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제2항」에 따라 지진, 쓰나미, 태풍 등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한 외국의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긴급 구호자금 및 구호물자, 구호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피해도시 

재건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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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 2017년 ODA 사업실적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2017년 서울특별시 ODA 사업 및 현황 

구분 사업명 예산금액 집행액

1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 690,388 548,644

2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498,293 301,392

3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 69,100 59,188

4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 40,000 23,647

5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지원 20,000 0

6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 779,000 607,469

7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 90,000 66,023

8 해외 서울형지방세정보화 컨설팅 지원사업 50,000 40,000

9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사업 500,000 56,950

2,736,781 1,703,313

(단위: 천원)

출처: 서울정책아카이브 홈페이지 

 

   2017년 서울시 ODA 사업현황에서 집행한 내역을 통해 보면,  약27억3천7백만

원의 예산금액을 산정하고 총 17억여원을 집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개도국 자매도

시 공무원대상 석사학위과정’은 개발도상국 32개국 42개 도시의 40세 이하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 및 지방행정 전공으로 행정학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

다. 서울시우수사례에 대해 알아가고, 현장견학등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립대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다.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사업역시 계속적으로 진행중

이며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한

다. 자매우호도시 등 외국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의 우수정책인 전자

정부, 도시교통, 상수도 과정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연 13회 진행한다. ‘해외철도

관계자 초청교육’은 서울도시철도 해외진출이 가능한 제3세계 주요 국가 및 도시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년 중 2회 실시하고, 서울 도시철도 분야 해외진출 전략도시의 

철도관계자를 초청하여 이론소개 및 현장견학을 통해 서울도시철도의 우수성을 홍

보한다.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사업’은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서 진행하

며, 서울시 우호·자매도시 및 OECDA/DAC 지정 수원국 중 보건의료 취약 도시 보

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선진 보건의료 지식 전수 및 역량 강화 사업 및 현지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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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의료기술 전수를 목표로 한다.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

시설개선’ 사업을 통하여 페루 찬차마요시 산라몬, 라메르세드, 피차나키 도시 상수

도시설 개량 및 보수 사업을 시행하였다.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사업’은 몽골, 필

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개발도상국 도시에 불용 소방차량을 무상양여하고, 외

국소방관을 초청하여 교육훈련을 진행하였다. ‘해외 서울형지방세정보화 컨설팅 지

원사업’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기술·정책·경제적 타당성 및 기대효

과를 분석하고 민간기업 공모를 통한 총 사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 규모

로 지원하고 있다.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사업’은 2017년 10월 멕시코의 지진피해

로 인해 긴급 구호자금 및 구호물자를 5만불 상당 지원하였고, 2016년  4월 에콰

도르 지진피해로 10만불 상당의 지원을 하였다. 2015년에는 네판 지진피해 긴급복

구비를 5만불 지원하였다. 

ⅱ) 인천광역시의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인천광역시는 2014년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를 제

정하면서 본격적으로 ODA를 시행하였다. 인천광역시의 ODA는 재해·재난으로부터 

원조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국제기구·민간단체 등 개발

협력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단체와 공조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

의 경우 국제기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특성상6) 국제기구 분담금이 ODA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초청연수 등의 서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인천시의 ODA에서 프로젝트사업은 주로 환경과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추진해왔다. 인천시는 황사와 사막화방지를 위해 ‘인천녹색환경지원센

터’ 및 시민단체인 ‘푸른아시아’와 협력하여 몽골의 바양노르솜과 다신칠링솜 지역

에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시행해왔다. 사업초기인 2008년~2010년에는 민간

주도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을 유치한 다음 해인 2013년부터 인천시가 참여하면서 ODA 사업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인천 희망이 숲 프로젝트는 대학생과 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해외봉사단을 파견하

여 나무심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외봉사단 파견은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가

장 인기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인천시의 의료분야 프로젝트의 경우, 아시아 지역의 자매도시와 정부의 원조 중

점협력을 대상으로 아시아 교류도시 의료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가천길병원과 인

하대병원이 합류하여 해외진료, 의료봉사, 수술 등을 지원하였다. 인천시는 이렇듯 

시민단체, 대학생, 지역의 병원등과 협력하여 ODA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 외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22개국, 35개 도시의 공

6) 인천시는 2016년 7월 기준 14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였으며, 현재 인천에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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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 84명을 초청하여 인천시의 행정을 소개하고 산업 현장 견학 등의 연수를 시

행해왔다. 또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인천Vision 2014 프로그램을 통해 2007

년부터 2016년까지 스포츠 약소국을 대상으로 전지훈련, 지도자 파견, 장비지원 등

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4월, 인천 지역 ODA 핵심 거점기관으로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가 설립되

었다. 인천 지역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대학교, 한

국국제협력단(KOICA), 인천광역시의 협력 하에 2016년 4월 1일, 인천대학교 교류

원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는 KOICA 진료설명회 개최 및 인천 ODA 서포터즈 발대식, 

국제개발협력 워크샵, 인천대 축제에서 협력센터 홍보부스 운영, 정규 ODA 교육, 

국제개발 시민교육,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다. 

ⅲ) 제주지방의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을 해외원조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원년의 해’로 선포

하여 지자체 차원의 공적개발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현재 제주도는 태평양 

소도서국인 동티모르를 비롯해 몽골, 에티오피아, 우간다, 네팔 등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김만덕기념사업회가 베트남에 학교를 

건립하고, 도민들로 구성된 제주평화봉사단이 정기적으로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공

적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의 국제교류 담당부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내 평화대외협력과이며, 그나마 

이 부서는 대부분 평화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관련 자치법규를 보면,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상징물 운영 조례,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국

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

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평화

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 간 교류협력

에 관한 조례,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

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총 10개가 있다. 이 가운데 국제교류 관련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유일하다.

   제주의 국제교류 대상 지역을 보면, 제주도의 자매도시는 6개국 6개 도시(미국 하와

이, 인도네시아 발리, 러시아 사할린, 중국 하이난, 포르투갈 마데이라, 일본 아오모리

현)이며, 우호도시는 5개국 8개 도시(대만 타이베이, 호주 태즈매니아, 일본 시즈오카, 

일본 홋카이도, 중국 다롄, 중국 상하이, 중국 헤이룽장, 베트남 키엔장)이다. 제주시의 

경우는 6개의 국제자매결연도시(일본 와카야마시, 중국 래주시, 미국 샌타로사시, 일본 

산다시, 중국 계림시, 프랑스 루앙시)와 7개의 국제자매우호도시(중국 양주시, 중국 곤

산시, 일본 벳부시, 일본 아라카와구, 중국 훈춘시, 독일 로렐라이시, 중국 이우시)가 있

다. 서귀포시는 8개의 국제자매교류도시(일본 사가현 가라쓰시, 일본 와카야마현 기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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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시, 일본 이바라키현 가시마시, 중국 산동성 용구시, 중국 요녕성 흥성시, 중국 절강성 

항주시, 중국 해남성 삼아시,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13~1017년까지의 ODA 사업실적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2013~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ODA 사업 및 현황 

년도 사업명 집행액 비고

2013 동티모르 의료장비 지원 60,000

2014
동티모르 아일레우주 물품 지원

(OA기기 및 생필품)
50,000

2015
KSLP(동티모르 한국어학교) 시설 및 교육용품 

지원
60,000

2016
몽골 자르갈탄 김치생산시설 지원 30,000

동티모르 메띠나로 담수공급시설 지원 90,000

2017

몽골 자르갈탄 김치판매시설 지원 45,000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광장 조성 지원 35,000

우간다 사랑의 씨앗 나누기 60,000

동티모르 우호림 조성 지원 60,000

490,000

(단위: 천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제주형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국제사회에 세계평화의 

섬 제주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위의 표를 보면, 2016년

은 2015년 대비 2배에 달하는 ODA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2017년은 2016

년 대비 1.6배 2015년 대비 3.3배에 달하는 금액이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부터 동티모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ODA 사업을 시작해 2015년까지 주로 

의료물품, OA기기 등 물품위주의 지원을 해왔다. 2016년부터 몽골지역에 서귀포청

년회의소와 민관협력사업으로 김치생산 하우스시설과 재배기술을 지원하였다. 동티

모르에는 2017년도에는 동티모르에 황폐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림 복원과 

관리를 위해 동티모르 농림부, 유엔개발협력(UNDP) 동티모르 사무소와 협력하여 3

만㎡의 면적에 나무심기를 하였고, 이와 연계하여‘동티모르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동티모르 현지에서 제주도 산림과 생태관광 전문가와 

동티모르 농림부 관계자, 현지 주민 대표단, UNDP 동티모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공동 워크숍을 열었다. 2018년 3월에는 유니타르(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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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는 개발도상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에 동티모르 산림국과 관광국공무원 3명을 

초청하였다. 

   제주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개발NGO로 글로벌이너피스(Global Inner 

Peace, GIP)가 있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글로벌

의식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 교육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수행중이며, 2015년 ODA 학술 

세미나인 ‘관광 ODA 정책 세미나: 소도서국(SIDS) PPT(Pro-poor tourism) 관광을 통

한 지속가능개발과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제주도와 제주대학교, KOICA(한국국제협력단)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주지역 

ODA의 참여기반 확대를 위하여 2015년 제주대학교 내에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하였다. 학생, 기업, 기관, 민간대상 ODA 교육 및 사업홍보와 제주지역 ODA 

사업 국제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파트너 발굴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노력하

고 있으며, 제주지역 특화산업의 전문성을 알릴 글로벌 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Ⅴ. 제주지방 공적개발원조(ODA)의 한계와 문제점 

 제주지자체 주도의 ODA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사업비 집행 액수가 적고, 해외원

조의 효과성 및 필요성 분석 없이 주로 이미 자매결연하고 있거나 국제교류를 실시

하는 등 일차적 관계를 맺은 국가들을 주요 수원국으로 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 

수원국 선정에 대한 모호성과, 기준 없는 중구난방 원조로 인해 원조 효과성에 대

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재원의 낭비에 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 지자체는 우선 기존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효과성 및 필요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제주 지자체 차원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새로

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주 지자체는 인도주의적 차

원의 수원국 지원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어내는 한편, 민간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사업이 제주사회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교류 체계를 새롭게 확립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사회에서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

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기준과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면서도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

다. 민간영역에서 어떻게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인적 역량을 구축할 것인지, 조

직역량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동시에 다른 

비정부기구들의 관심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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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차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제주 올레길 수출, 생태관광, 마을사업 기반 구축 등 이미 제기된 사업들의 국

제개발협력 사업 가능성 평가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 관광, 해양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 선정 분야를 공론화하여 ‘제주형’의 창의적인 사업 발굴 및 

진행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지자체와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심점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

주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버넌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에 지역의 대학은 지역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NGO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

해 지역 시민사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 

Ⅵ. 결론

   제주지방 ODA 수원국 선정에 대한 모호성과 기준 없는 중구난방 원조로 인해 원조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재원의 낭비에 대한 우려도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 시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형 ODA 사업을 보면, 서울시는 도시계획, 도시정책 등 

서울도시발전에 관하여 개발도상국 도시에 정책공유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ODA를, 

인천시는 환경과 의료분야에서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등의 공조를 통하여 활동하는 모습

을 확인하였다. 제주도는 관광, 해양, 풍력발전 등 제주도에 특화되어있는 장점을 바탕

으로 해당 수원국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2009년 제주도정은 6억원어치 감귤 300톤과 당근 1,000톤을 북한에 보낸 경험을 

갖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중앙정부의 강경정책에 순응함으로써 중단되었지만, 세

계평화의 섬의 이름으로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주도민 주도의 ODA가 가능하다. 당시에도 농가와 제주도 당국이 협력한 민관합

동사업이자, 통일부가 수송비를 부담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으로 엮인 훌륭한 

거버넌스를 이룬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보면 제주도가 중앙정부를 편하게 해주는 역

할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 감귤 보내기’는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독보적이었으며, 다른 지자체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세계평

화의 섬 제주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어느 지자체 보다 모범적인 교두보가 될 

가능성도 크고, ODA 사업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또다시 새로운 장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16

참고문헌

고경민·이희진. 2008.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문제점과 혁신방향 : 적극적 평

화론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제14권 4호. 

고은경. 2018. “국제개발협력과 제주.” 『제주투데이』(3월5일).

고주현. 2016. “스페인의 탈중앙화된 ODA 정책: 카탈루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EU연구』 제42호, 99.

김남형. 2008.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비판적 검토 : 분쟁해결론적 관점으

로.” 『평화연구』 제19권 제1호. 

김종섭·박명호·이영섭. 2012. “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42. 

김종섭 외. 2012. “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

원』연구보고서 12-42  

문순덕. 20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의 특성화 전략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JDI 정책이슈브리프, No.208.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6. 『개발협력의 세계정치』 (주)사회평론아카데미

손혁상. 2015. 『시민사회와 국제개발협력』 집문당 

이숙종. 2012.『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 (재)동아시아연구원. 2012

 

전용일 외. 2011. “국내 주요기관 공적개발원조(ODA)체제 평가 연구.” 『성균관대

학교 산학협력단』

정윤지. 2014. “민주주의 원조 비교 연구 :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

남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조현주·박건우·정헌주. 2015. “한국 지방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결정요인에 관

한 실증 분석: 지방의 세계화 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행정연

구 29권1호 261-289.



17

주동주 외. 2013. “한국의 산업분야 ODA 역량과 추진 방안.” 『KIET산업연구원, 

사단법인 세계경제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013-696. 

양길현. 2015.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적극적 평화 실천사업: 평가와 제언.” 『서강

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엄영호·황정윤·정헌주. 2014. “한국 ODA의 구속성 여부에 관한 경험적 분석.” 『행

정논총』제52권 제1호 123-144.

윤정호. 2014. “지방정부 ODA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장·

단기 초청연수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행정학석사학위논

문. 

이경선·김주현·한성민. 2016. “인천광역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인천지역 대

학생 인식조사”『IDI도시연구』 제10호. 

이경희. 2014.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관리 방안 연구.” 경성

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본부. 2017. 『2017 세계 ODA 통계자료집 숫자로 보는 

ODA』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Peirre Hafteck. 2003. “An Introduction to Decentralized Cooperation: 

Definitions, Origins and Conceptual Mapp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Vol.23, No.4, pp.334.

국무조정실 한국 공적개발원조    http://www.odakorea.go.kr  

국제통화기금                    http://www.imf.org/external/index.htm

서울정책아카이브                http://seoulsolution.kr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세상을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            http://icidcc.modoo.at

ODA 정보포털                   http://www.oda.go.kr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http://stats.oec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