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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사회의 다자기구 지원 현황
국제기구에 대한 공여국의 자발적 기여는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재원의
성격에 따라 의무분담금, 사업분담금, 출자금, 출연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 1
참조). 또한 다자기구의 예산은 일반적으로 정규예산과 기타예산으로 나뉜다. 정규
예산은

예산의

용도가

공여국에

의해

지정되지

않아

간섭이

미치지

않는

(unearmarked) 자금으로 편성되고 해당 기구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
용되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비지정기여금(core contribution)’으로 칭한다. 한편 기타
예산은 공여국 기여금의 목적, 조건, 기간, 지원국 등을 적시한 ‘지정기여금’이 국제
기구의

기타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이를

통상적으로

‘지정기여금(non-core

contribution)’과 병행하여 사용한다.
지난 10여 년간 지정기여 사업분담금이나 신탁기금과 같은 다자성양자원조
(Multi-bi Aid)의 가파른 증가 동향는 주목할 만하다. 다자원조와 양자원조의 합성어
인 다자성양자원조는 두 원조유형이 가진 서로 다른 성격을 동시에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간 ODA 중 수원처―지역, 분야,
목적 등―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 3의 원조채널로 볼 수 있다. 다자성양
자원조는 다자기구를 경유한 원조자금이므로 개념적으로는 다자체계(multilateral
system) 상의 재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나, 공여국의 정책적 의지와 판단에 따
라 자금의 용처를 특정하는 임의성을 띤다는 점에서 통계적으로는 양자원조로 공식
분류되는 특징이 있다.
<표 1> 재원의 성격에 따른 다자기구 기여금 유형 비교
다자기구 유형

재원 유형

재원 특징

의무분담금

각각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한 분담
률에 따라 국가별로 산정 (예: UN
정규 분담금)

UN 및
기타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비지정기여금

국제기구가 재원의 용처를 자체적
으로 결정 (예: UNDP 정규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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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유형

순수다자
(다자간 ODA)

공여국이 재원의 용도를 사전적으
로 지정 (예: 한-UNDP MDGs 신탁
기금)

지정기여금

해당 기구에 납입하는 자본금으로
출자액에 비례하여 투표권 부여
(예: MDB에 대한 최초 출자금)

출자금

국제금융기구

양허성기금

최빈국에 대한 장기·저리의 양허성
자금 지원 목적으로 설치

신탁기금

공여국이 특정 개발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제기구에 위탁 (예: WB
정보통신기술 신탁기금)

출연금

다자성양자
(양자간 ODA)

순수다자
(다자간 ODA)

다자성양자
(양자간 ODA)

자료: 『2016 세계 ODA 통계자료집: 숫자로 보는 ODA』, p. 134.

UN체계에

국한하여

살펴보자면,

UN

다자기구에서는

△의무분담금(Assessed

Contributions), △비지정기여(Core Contributions), △교섭기여(Negotiated Pledges),
△지정기여(Earmarked Funding/Non-core Contributions), △기술 및 서비스 이용수
수료(Fees) 등 5가지 예산유형이 있다.1)
OECD DAC CRS 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016년 OECD DAC 회원국의 총 ODA 규
모는 1,449억 달러이며, 이 중 다자원조 규모는 418억 달러로 전체 ODA의 약 29%
를 차지한다. 국제사회의 다자기구에 대한 자발적 기여규모는 양자간 원조규모에서
와 같이 국력과과 비례해 나타난다. 대표적인 공여 국가인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의
EU를 제외한 주요 다자기구 공여 규모는 전체 국제사회 다자기구 지원규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전세계 220개 국가들 중, 상위 32개 공여국의 지원규모는
원조 총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그림1> 참고).2) EU분담금을 포함할 경우 프랑
스가 다자기구 지원 규모에서 일본을 앞선다.
여기서 다자원조의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최대공여국의 양상이 변화한다. 2014년
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기여규모를 살펴보면,

양자원조의 비중이 높은 미국은

16%의 다자비중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한다. 다자원조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EU
분담금 포함 시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오스트리아 순이고 한국은 27%로 전체
15위 수준을 기록하는 반면,

EU 분담금 제외 시 다자원조 비중이 높은 공여국은

일본(34%), 캐나다(28%), 핀란드(28%), 영국(28%), 한국(27%) 순으로 한국의 순위가
전체 5위로 상승한다.3)
1) Bruce Jenks, et al. (2016). “Fin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System: Current
Trends and New Directions”, p. 18
2) 34개 UN기구 및 19개 비UN기구에 대한 다자협력 지원 현황을 분석한 McArthur & Rasmussen
(2017)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본 연구의 분석대상 다자기구 목록은 다음과 같음: DPKO, FAO, IAEA,
ICAO, IFAD, ILO, IMO, IOM, ITC, ITU, PAHO, UN, UN Women, UNAIDS, UNDP, UNEP,
UNESCO, UNFPA, UN-Habitat, UNHCR, UNICEF, UNIDO, UNITAR, UNODC, UNOPS, UNRWA,
UNU, UNWTO, UPU, WFP, WHO, WIPO, WMO, WTO(이상 ‘UN 다자기구’), AfDF, AsDF, CFF,
CGIAR, CoEurope, CTF, Francophonie Organization, GAFSP, GAVI, GCF, GEF, GEF-Climate,
GFATM, GPE, IDA, OAS, OSCE, SCF, WB-TF(이상 ‘비UN 다자기구’).
3) OECD Stat 기초롤 저자가 산출함. 순지출액, 2016녀ᅟᅭᆫ 고정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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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공여국별 UN 및 비UN 다자기구 지원규모 비교

출처: McArthur & Rasmussen (2017). “Who funds which multilateral organizations?”,

아래 <그림 2>에서

공여국의 다자기구 선호도 및 중요도를 살펴보면, 공여주체

에 따라 특정기구 ‘집중지원형’ 혹은 ‘분산지원형’으로 차이를 보인다. 세계은행,
DPKO, WFP, UN, UNDP 등에서 다수 공여국의 높은 배분 비율이 나타나며, 페루나
콜럼비아는 자국의 이주문제에 초점을 두어 IOM에 집중하고 있다. 특정 다자기구
에서 각 공여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그림 3>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다자기구는 최대공여국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은 각각 19개와 7개
다자기구의 제 1 공여주체로서 확고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PAHO에 82%의 재원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미국, 영국, 일본(UNDP와
GCF), 스웨덴(UNFPA), 프랑스(CoEurope), 브라질(PAHO)을 제외하고는 다자기구 최
대공여국의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는 없다.
UNESCO의 경우는, 2018년 미국이 탈퇴하였지만 이전까지는 최대공여국이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일본과 이태리가 약 8%, 브라질이 약 7%, 스웨덴과 독일이 약
5%, 프랑스와 중국이 약 4%의 재정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국은 노르웨이와 함께
그 뒤를 이어 약 3%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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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공여국의 다자기구 선호도 및 중요도

출처: McArthur & Rasmussen (2017). “Who funds which multilater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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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자기구의 공여국 선호도 및 중요도 표아래 출처 삽입

출처: McArthur & Rasmussen (2017). “Who funds which multilater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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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의 UNESCO 지원 주요 현황4)
2017년 한국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36개 부처가 406개 국제기구에 7353
억원의 분담금을 제공하였다. 이는 2016년 6992억원보다 약 5%가 증가한 액수
이다. 외교부는 111개 다자기구에 4416억원을 기여했으며, 기재부는 1320억원
나머지 34개부터가 1617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지급했다. 기여금 제공 다자기구
의 수는 외교부를 제외하고, 해수부가 35개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통산부가 44
개, 과기부가 22개, 교육부 20개 순으로 나타났다.5) 유네스코 재정지원의 경우
의무분담금과 자발적 지정기여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데 2010년부터 2016년까
지 대(對)유네스코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다. 재정지원 수단에 따라 지원규모 증감 추이를 비교하면, 2010년대 후
반으로 갈수록 의무분담금의 규모는 대체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반면 자발적 지
정기여 규모는 빠른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6)
1. 한국의 의무분담금 지원 수준
유네스코의 2016-17년도 예산 규모는 총 667백만 달러이다. 예산에는 정규
프로그램 예산, 기구에 대한 자발적 기여, 다자공여특별기금, 다자기여, 기업 후
원 및 유엔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이 중 각국 정부들은 의무분담금
제공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현재 탈퇴를 선언한 상태이지만 재정 분담
금 규모를 기준으로 유네스코 예산의 22%를 분담했고, 이를 일본(9.679%), 중국
(7.920%), 독일(6.389%)이 뒤따르고 있다. 한편 한국의 의무분담금 규모는 약
1360만달러 수준인데, 이는 비율상으로 계산하면 2.039%로, 전체에서 13째로
많은 수치이다.

2. 정부부처별 자발적 지정 기여 현황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관련 지정 예산 규모가 2014년에는 약 98억원, 2015
년은 약 120억원, 2016년은 약 154억원, 2017년에 약 211억원, 그리고 2018년
에 약 238억원이 배정 및 지출 예정으로, 연평균 약 21%의 예산 증가율을 기록

4)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5개년 종합시행계획(2014-18)과 <유네스코 재정구조
및 한국의 자발적 기여현황> 등의 문헌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한국정부는 2017년 종합시행계획
부터 국제개발협력 예산 유형을 양자, 다자, 그리고 다자성양자로 구분하였으며, 2017년 이전에는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두 가지로만 구분되었다. 한편, 정부 부처별 원조사업 세부내역이 발표되기
시작한 해는 2016년인데, 그 이전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사업의 구체적인 세목이 제시되지 않고 부
처별로 원조 규모만 발표되었다. 한국 정부의 부처별 유네스코(UNESCO)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중 2017년 이전과 같이 원조사업 유형에 대한 구분이 불완전한 경우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에게 유선상 질의하여 예산의 성
격을 확인하였다.
5) 경향신문, “한해 ‘국제기구 분담금’ 7000억원 돌파.. 부처간 중복에 ‘눈먼 돈’ 우려” 경향비즈섹션,
2017년 11월 2일.
6) CEB Database 분석 결과임. (https://www.unsceb.org/content/un-system-financial-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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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와 외교부가 대(對)유네스코 주요 지원 기관이
다.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예산 규모 기준 유네스코 공여 기관 1순위는
상기 두 부처로 파악되었다. 2014, 2017, 2018년은 외교부, 2015, 2016년은 교
육부의 유네스코 지정 기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
재청(산하기관)의 유네스코 지정기여는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크며, 2014~18년간
약 103억원의 지정 기여를 했다. 한편,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도 유네스코 지
정 기여를 한 사례가 있다. 환경부는 2014-18년도 약 2.24억원, 그리고 행정안
전부는 2018년 1억여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다. 각각은 환경부의 유네스코 관
련 조사 비용 지원 혹은 행정 아카이브(Archive)구축 (2018년 1회) 사업을 진행
했으나, 타 부처에 비해 다소 적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한다 (<표3>참고).
<표 3> 한국 정부의 부처별 유네스코 지원예산 추이
부처명

2014

2015

2016

2017

2018

교육부

36.40

54.30

78.03

80.73

72.15

외교부

58.80

60.008

54.835

97.88

137.18

환경부

0.58

0.54

0.56

0.56

0.00

행정안전부

0.00

0.00

0.00

0.00

1.00

문화체육관광부

0.00

4.04

6.03

6.05

1.20

문화재청

15.20

1.96

14.4

26.15

26.95

총계

110.98

120.848

153.855

211.37

2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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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참고해 저자가 재구성

<표4>는 한국 정부 부처의 대 유네스코 예산의 부처별 비율을 분석한 자료이다.
외교부의 경우 2014년 유네스코 지정기여 예산이 52.09%, 2015년은 49.65%, 그리
고 2018년은 57.52%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의 과반을 넘거나, 과반에 상당히 가
까운 비율이었다. 교육부의 2016년 예산도 50.38%로 과반을 넘은 시기가 있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이외의 시기에 교육부 비중이 과반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꾸준
히 외교부 뒤를 잇는 규모를 편성해 정부 부처중 유네스코 기여 예산이 높은 축에
속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네스코 관련 예산 비중은 다소 낮은 편으로 확인되었
다. 2015~2017년 약 4~6%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였고, 2018년에는 1.2% 정도에 지
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독립외청으로 있는 (정부조직
법 제35조) 문화재청의 유네스코 예산을 같이 계산할 경우, 매년 10~15%사이의 지
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약 11.7% 정도 수준의 예
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도 유네스코 관련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선, 환경부는 “자연보전 국제협력 - UNESCO

연구조사사업비 지원”이라는 명목

으로 매년 약 0.5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였는데. 2018년안에는 관련 예산이 포
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에서도 “미얀마 버간 사진 아카이브 보존 및 디지털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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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UNESCO)” 2018년 한 해 편성했는데, 그 이전에는 유네스코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원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환경부의 예산은 약
0.2%에서 0.5%, 행정안전부는 2018년 약 0.42%로, 유네스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미미하였다.
<표 4> 한국 정부 부처 연도별 유네스코 지원예산 비중 (단위: 백분위)
부처명

2014

2015

2016

2017

2018

교육부

32.80

44.93

50.72

38.19

30.25

외교부

52.98

49.66

35.64

46.31

57.52

환경부

0.52

0.45

0.36

0.26

0

행정안전부

0

0

0

0

0.42

문화체육관광부

00

3.34

3.92

2.86

0.50

문화재청

13.70

1.62

9.36

12.37

11.30

총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참고해 저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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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부처 분야별 사업 수(2014-8 연도별 합산, 괄호안은 지원액
(단위: 억원), 외교부 의무분담금 제외)
분야/연도

교육부

외교부

교육/문해

22
(260.92)

16
(157.71)
4
(18.42)
2
(5.15)

4
(2.24)

22
(181.28)

4
(2.24)

STI
문화
C&I
총계

6
(60.69)
28
(321.61)

환경부

행안부

문체부

문화재청

총계
42
(423.44)
8
(20.66)
35
(103.32)
6
(60.69)
91
(608.11)

4
(4.81)

1
(1)

3
(12.51)

29
(84.66)

1
(1)

7
(17.32)

29
(66.15)

<표6> 연도별 분야 사업 수(괄호안은 지원액)
(단위: 억원), 외교부 의무분담금 제외)
분야/연도
교육/문해
STI
문화

2014

2015

2016

2017

2018

총계

2
(37.8)
2
(11.58)
3
(15.2)

4
(66.9)
2
(3.99)
4
(4.85)

7
(64.58)

10
(75.74)

8
(61.01)
1
(0.56)
9
(19.21)
2
(26.44)
20
(107.22)

11
(110.95)
2
(1.14)
9
(34.41)
2
(19.55)
24
(166.05)

17
(146.77)
1
(3.39)
10
(29.65)
2
(14.7)
30
(194.51)

42
(423.44)
8
(20.66)
35
(103.32)
6
(60.69)
91
(608.11)

C&I
총계

앞서 논의하였듯이, 한국 정부의 다자원조 예산이 다자, 양자, 다자성양자로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도 예산 계획 발표 시점부터 이다. 따라서 작성시
점 기준, 이와 같이 구분되어있는 문서는 2017, 2018년 2개년의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종합시행계획 자료들이다. 한편, 2016년 및 그 이전 자료들을 조사할 경
우,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명의
2017년 이후 분류를 참고해 분류하거나, 해당 시기 유네스코 사업을 시행한 관
계 부처의 담당자에게 유선상 질의 및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III. 대(對)유네스코 지원의 주요 이슈
한국 정부의 대(對)유네스코 기여 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과
이슈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여 정부주체가 다양한 반면 조정 기제는 부재하다.
둘째, 분야별로 중복 지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셋째, 과학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관련 예산 비중이 교육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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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기여 정부부처와 조정 기제 부재
한국 정부의 유네스코 자발적 기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안은 각종 분담금
및 지정 기여금의 관리의 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
칙적으로 유네스코에 대한 의무 분담금은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신
탁기금 등의 다자성 양자 사업은 6개 부처가 참여해 약 60여개에 달하는 신탁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6개부처 외에 국토부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실제
로

기여현황에

관한

자료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교섭분담금(negotiated

contribtuion)인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의무분담금, 유네스코 세계유산보
호협약 의무분담금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각 부처의 분야 전문성 기초
하여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분산된 기금 운용으로 인한 전략적, 효
율적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대(對)유네스코 전략의 정합적 구현에 장애요
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일관성있는 대(對)유네스코
전략에 기반을 바탕으로 부처별 관련 예산이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
정기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한국 정부의 원조유형별 유네스코 지원 추이(2016-2018)

양자
다자
다자성양자
양자+다자성양자
전체

2016
38.625
47.43
67.8
106.425
153.855

2017
91.93
46.86
72.58
164.51
211.37

출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018)』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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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30.42
44.78
63.28
193.7
238.48

<표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對)유네스코 지원형태도 양자, 순수다자, 다자
성양자로 구분되는데 순수다자보다는 양자와 다자성양자 형태의 기여가 증가하
는 현실에서 양자를 담당하는 각 기관간의 조정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 분야별 중복 지원
범정부적 조정 기제의 부재로 인한 한계점은 기금 운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별 프로젝트의 조정도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실례로, 외교부는 UNESCO
초등교육 교사 양성 – 아시아, 아프리카 교원 역량강화 사업, 동티모르
UNESCO 수학과학 교재개발 및 교사역량강화 사업, 말리 UNESCO 교육을 통한
여성청소년 역량강화 사업과 같은 교육 관련 유네스코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의 역할분담이라기 보다는 독자적 시행으로 보
이며, 각 분야별로 정부부처가 어떠한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조정없
이는 분야별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예는 비단 교육 부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외교부에서 진행한 또 다른
사업인 UNESCO 인도네시아 및 나미비아 사이언스파크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
터 구축 지원사업, UNESCO 남아시아 불교 유적지에 대한 지속가능 관광개발
지원 사업 등은 사업 성격상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환경부와의 조정을
통해 중복회피가 필요해 보이고, 한국의 유네스코 사업 내용도 체계적 조정 기
제의 한계로 인해 중복 및 부정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교육분야 편중 및 과학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사업 불균형
유네스코는 교육(Education), 과학(Science), 문화(Culture)의 분야를 다루고 있
다. 그런데 최근 유네스코 내외에서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이 강조
되면서 전통적인 사업 분야와 더불어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활동이 유
네스코 활동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정리하면,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네 영역이 유네스코의 주요사업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사업 세목을 살펴보면 대 유네스코 예산은 사실상 교육
과 문화부문 이외의 영역에는 관련 예산이 전무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새
로이 등장한 커뮤니케이션을 분야를 제외하고서라도, 과학 분야의 기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사업 세목을 살펴보면, 환경부의 자연보전 국제협력 –
UNESCO 연구조사비 지원 혹은 교육부의 저개발국 교육발전 지원 – UNESCO
아프리카 ICT 활용 교육혁식 지원 정도가 과학 기술 분야 대 유네스코 공여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이 사업들도 본질적으로는 교육 사업이다. 사실상 한국의 대
유네스코 지정기여는 교육과 문화 부문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주요 이슈를 종합해 보면, 한국 정부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 유네스코 전략의 부재는 곧 유네스코 관련 분담금 및 기금 운용의 분절화와
맞닿아 있으며, 부처-사업분야간의 적합성 문제, 과학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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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기여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부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자기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범정부적인 전략이 부재한 상
황에서 부처별 예산만 늘어날 경우 위에서 논한 운용 및 사업 내용의 분절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 유네스코 지
원 전략을 다자기구 전략과 정합성을 가지고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정부처
지정을 통한 범정부 대 유네스코 전략 수립 및 기여규모 배분을 조정해 부처간
사전 조정을 통한 대 유네스코 자발적 원조 집행이 필요하다.
IV. 한국의 자발적 기여 주요 목표
1. 한국정부의 다자기구 협력 전략 목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우리나라 원조의 핵심가치와 원칙, 다자간 개발협력의
개념과 주관기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다자기구 협력 전략과 목표에
대한 구체적 항목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자간 개발협력은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출자 및 양허성 차관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협
력으로 정의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국제금융기구 기여를 주관하고, UN등 국제기
구에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은 외교부가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한국 정부
의 개발협력 목표와 전략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발
간하는 자료와 외교부 문건에 산발적으로 제시되어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개발
협력 기본계획 및 최근 시행계획을 살펴보고, 대(對)유네스코 전략목표 관련 선
행연구를 분석을 통해 한국의 다자기구 협력 목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
자발적 기여에 관한 논의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기여보다는 외교부(당시 외
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이외 무상원조 시행기관에서 집행하는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사업에 초점을 두었다.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기여는 MDGs 달성과 같은 국제규범 준수와 실행에 중요한 부분임을 밝히고,
한국 정부는 MDGs 달성은 물론이고, 범지구적 개발문제, 인도적지원과 평화구
축 노력, 여성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다자원조 집행을 강조하였
다. 중점협력 대상기구는 UNDP, UNICEF, WFP, Global Fund, UN Women 등을
포함하고 있다.
1차 기본계획에서 한국 정부는 MDGs 달성과 관련해 보건, 교육, 여성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선, 모자보건 분야 MDGs 달성을
위한 UN 사무총장 주도의 ‘모자보건 세계전략’ 이행 노력, Muskoka Initiative
참여공약 달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범지구적 개발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
부는 2008년 MDGs 고위급행사 당시, WFP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2009년부터
11년간 총 1억불을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때 한국 정부는 WFP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여 식량안보를 포함한 범지구적 개발문제에 한국이 참여를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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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한국이 Delivering as One 기금 기여를 강화한
점이다. 이는 UN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국제연합 내 체제일관성
(System-Wide Coherence) 달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UN 기구들이 프로젝트성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반성하고, 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과
MDGs 달성목표에 맞추어 하나로 통합(예산, 프로그램, 행정)하고 성과중심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인데,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인 경향에 맞추어 지원을 강화했
다.
한국의 UN 및 기타 국제기구 정규재원 세부 지원계획에 따르면 MDGs 일반,
양성평등, 보건, 식량안보 등 MDG달성을 위한 주요 분야별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다. MDG 전반적 달성을 위한 UNDP, 보건 분야 달성을 목표로한 WHO,
UNAIDS, 식량안보를 염두에둔 WFP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
만 제1차 기본계획에서 UNESCO는 한국정부가 MDG에 호응하기 위한 전략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아래 <표 8>에 보듯이 MDGs나 지역별 주요 협력대
상 국제기구에 UNESCO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8> MDGs관련 주요 협력 대상 국제기구
분야

MDG
분야별

비율*

MDG 전반
양성평등
보건
범
식량안보
지
기후변화 등
구
적
문
제

환경
이주, 반부패
등
인도적 위기 및

분쟁 취약 국가
아프리카/아시아
기타
*원문발최

30-35
3-5
15-20
10-15
3-5
10-12

대상기구안**
UNDP, UNICEF, UNFPA, UNIDO
UN Women
Global Fund, GAVI, UNAIDS, WHO, IVI, INITAID
WFP, IFAD, CGIAR, APFIC, CIFOR
UNEP, GEF, UN Habitat, Biodiversity Int’ls, IPCC,
ITTO
IOM, UNODC, UNOHCHR

2-3

OCHA, PBF, ICRC, UNHCR, UNRWA, UNMAS

3-5

AU
UNV, UNITAR

(2)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6-2020)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2015년 09월 U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발표된 이후에 공표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통합적
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세가지 큰 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축은 SDGs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차 기본계획은 이
를 개도국과 선진국을 아우르는 보편성, 경제, 사회 및 환경 통합을 고려하는
변혁성, 그리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성으로 핵심 특징을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농촌개발, 교육, 보건, 여성 분야에 ODA를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개발 및 지구촌 빈곤퇴치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다자기구 협력과 관련하여 2차 기본게획은 다자개발은행과 UN기구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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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점협력 기구를 선정, 해당 기구들에 예산 배분을 집중하는 계획을 제시하
였다. 특히, 양자 협력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들, 그리고 특정 분야 및
다자기구의 전문성이 있는 부문에 다자협력 역량을 집중하고, 다자기구 진출(이
사회, 국제기구 등)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영향력을 확대 계획을 밝혔다.
한국의 다자협력 전략에 대해서는 SDGs 달성, 범지국적 문제 대처, 인도적
지원 및 평화구축노력 강화, 그리고 국제기구 정책수립 및 다자규범 형성과정
능동적 참여를 통한 한국 외교 지평 확대라는 네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2차 기본계획에서도 1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UNESCO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포괄적 전략은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2차 기본계획에서 핵심적으
로 밝힌 부분은 양자와 다자 (약 70:30 정도 유지), 통합적인 원조 추친 체계 구
축을 위한 노력 (양,다자 및 유무상 원조), 다자협력 성과관리 강화 (ECOSOC 의
장국 수임 및 MOPAN 참여 및 의장국 수임 등)와 같은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1차 기본계획과 같이 한국의 다자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떠한 비중만큼, 어떤
기구에, 어느 부처가 관장할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있지 않다.
(3) 2016년 다자협력 전략(안), 2017,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한국의 다자협력 전략에서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 달성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 공여국”이라는 비전
아래, 2030 SDG 의제 달성 기여, 다자기구 역량강화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및 영향력 확대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즉, 국제사회
의 개발 아젠더에 조응하고, 이를 위한 예산 및 사업의 성과를 보다 엄격히 살
피면서, 한국의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3가
지 추진원칙이 통합적 ODA, 내실있는 ODA, 그리고 함께하는 ODA이다. 각각은
중점협력기구 선정, 성과관리 및 신탁기금 관리 강화, 부처간 협업 강화라는 정
책 방향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한 다자 및 양자 예산 비율 조정, 중점협력기구
선정, MOPAN 및 자체평가 강화, 관계부처간 사전 검토 강화등이 논의되었는데,
해당 문서에서도 UNESCO은 중점협력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17년과 18년 시행계획에는 연도별 다자협력 정책 추진 방향이 논의되었다.
통합적 ODA 달성을 위해 다자전략에 기반한 전략적 지원을 강조하였으며, 중
점협력 대상 기구에 대한 재원 확대 및 성과관리 강화가 과제로 안내되었다.
2017년 계획에서는 총 16개 부처가 50여개 기구에 약 1,440억원 기여를 목표로
했는데, 주요 개발기구 중 하나로 UNESCO가 언급되며 약 77억원 집행 계획임
을 밝혀 주요 다자협력 관련 정책 문서에서 UNESCO가 언급되었다. 하지만
2018년 계획에서는 15개 부처가 45개 기구에 약 1,498억원을 기여하게 되었는
데, 다시 UNESCO는 주요 다자기구별 지원 계획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예산 규
모 및 지원 기구의 소폭 조정 이후 정부 다자협력 정책에서 UNESCO가 중점협
력 기관으로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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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유네스코 전략 목표
유네스코와 관련해 외교부는 정책 방향을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한국은
유네스코의 각종 정부간위원회 및 총회에 참여하고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
한 문화외교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뛰어난 세계적 가치를
지닌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활동을 개진하고 있음을 밝
히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39%의 분담율로 세계 13위권이며, 한국 정부가 제정
한 유네스코 상은 세종대왕 문해상(매년시상), 직지상(2년마다 시상)이 소개되고
있다7).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도 공관 홈페이지에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유네
스코 대표부는 유엔의 교육, 과학, 문화분야 전문기구인 유네스코 활동에 적극
참여해 한국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사무국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유네스코의 이상과 창설 목적을 구현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SDG 4 추진 및 모니터링, 문해교육, 세계시민교육등이 언급되어있고, 과학 부분
에서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에선 세계유산 등
재, 이외 각국 상주 대표부와의 협의 및 한국 문화 소개 행사가 주요 활동으로
안내되어 있다.8)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대(對)유네스코 전략목표 수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
토해 보고자 한다. 정우탁(2015)은 한국의 범정부적 대 유네스코 외교 전략이
미흡한 점을 지적한다. 외교 활동에서 유네스코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
련 업무를 맞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 조직의 제한된 전문성, 관련 연구 기
관의 부족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외교부내에 ‘유네스코과’를 신설하여 종합
적인 정책 집행을 제안하고 있고, 유네스코 상주 대표부의 전문 인력 강화를 통
해 유네스코 내 한국의 활동 역량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히, 외교부의 순
환보직제로 인한 전문성 비축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소한 다자기구간 순환
보직제를 통해 한국 외교 관료들의 다자외교 전문성 축적을 강조한다. 이외 유
네스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구 예산 및 기구 지원, 국가위원회 활용, 카테고
리2기구 활용(예: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아시아태평양무형유산센터 등)
등을 강조한다.9)
류석진(2013)10)은 기여외교로서 한국의 유네스코 외교전략을 강조한다. 패권
및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담론은 아나키(Anarchy) 상태에서 국가 행위자들의 물
질적 권력(Material Power)을 중심으로한 외교 관계를 강조한다. 국가는 상대적
이익(Relativce Gains)에 민감하고(sensitive) 힘의균형(Balance of Power) 및 위협
7) 외교부. 2016. 대 유네스코. URL:
http://mcms.mofa.go.kr/trade/cultural/unesco/index.jsp?menu=m_30_170_20
8)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2013. URL: http://overseas.mofa.go.kr/unesco-ko/index.do
9) 정우탁. 2015. 『국제기구와 교육,문화,노동,스포츠』. 오름. 서울.
10) 류석진. 2013. 『위기의 UNESCO, 어디로 갈 것인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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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balance of threat)을 통한 평화 상태 유지를 위해 새로운 관점의 기여외교
를 주장한다. 기존의 기여외교에 관한 논의도 나이(Nye)의 소프트파워(Soft
Power)주장과 같이, 파워에 보다 ‘소프트’하게 도달하는 방법을 강조하는 한계를
언급하면서 구성주의 및 글로벌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는 ‘권력’ 보다 ‘소프트’에
보다 방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위계적인 권력 관계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해 민
주적이고 자발성을 높이는 관점하에서 평화 촉진과 유지, 빈곤퇴치, 모두를 위
한 교육을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가치 실현을 통해 유네스코가 ‘권력’이 아닌 신
뢰와 규범, 도덕에 기반한 글로벌 사회적 자본 축적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밝
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류석진(2016)11)은 치밀한 한국 정부의 치밀한 공공외교 전
략의 수립을 주장한다. 유네스코 내부개혁과 같이 지나치게 거대한 담론은 한국
의 전략으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면서 유네스코 분담금 1순위이자
전통적인 패권국으로 인식되어온 미국 조차도 유네스코 개혁을 단행하는데 어
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가장 효과적
으로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네스코 논
의의 국내외 어디언스(Audience)를 분석해 한국이 달성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
지 않은 분야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지식인, 시민사회, 정부를 포괄할 수 있
는 포괄적 어젠더(Agenda) 플랫폼(Platform)으로서 유네스코 전략을 고민할 것
을 주장한다.
임현묵12)은 국가 홍보에만 집중하는 유네스코 활동을 비판한다. 위안부의 세
계기록물 등록이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이외 주요 유산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활동은 한국의 홍보에 유의미한 활동이다. 하지만 한국이 유네스코
혹은 국제사회에 어떤 가치를 관철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두드러진다.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 중심적으로 옮겨갔다는 당위를 공유하고 국
제사회에 보답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실제 이를 어떠한 활동으로 구체화할
지에 대해 구체적 대안제시의 어려움을 인식하면서 특히 130억원 가량의 예산
을 여러 부처가 나누어 추진하다보니, 통합적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고 이
는 결국 한국의 유네스코 전략의 부재를 의미하며, 글로벌 사회적 자본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1) 류석진. 2016. 『한국 유네스코 외교전략』. (“한국의 대 유네스코 외교전략)”). 한국유네스코위원회.
12) 임현묵. 2017. 유네스코 협력의 새 장을 향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전환기 유네스코 전략 재
정립 – 2017 유네스코 전략포럼』. 행사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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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유네스코 목표에 관한 여러 가지 입장 분석
외교부

정우탁

류석진

임현묵

국익반영

분야별 국익 확대

글로벌사회적자본

글로벌사회적자본

적극활동중

인력 전문성 부족

체계적 전략 부재

체계적 전략 부재

순환보직

현실주의적 인식

가치 탐색 부재

다자기구간 보직,

포괄적 국가

연구인프라 개선

어젠더 수립

목
표
현
황
진
단
제
안

지속확대

3. 소결
-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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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지지 확보
및 카테고리2기구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