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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동기는 크게 인도주의적, 정치･외교적
그리고 상업적 동기로 구분되며, 이 중 정치･
외교 및 상업적 동기는 공여국의 국익과 결부
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
구는 사례 대상국의 유･무상 원조형태를 구분
하여 원조동기와 국익 연계 패턴을 분석하였
다. 나아가 본 연구는 사례 대상국의 원조동
기와 국익 연계 패턴이 동아시아에서 유･무상
원조를 모두 제공하는 공여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서유럽에서 유･무상 원조를 모두 제공

하는 공여인 독일과 프랑스간 차이가 있는지
도 함께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동
아시아와 서유럽 또는 국가간의 구분 없이 사
례 대상국 모두가 원조를 통해 정치･외교 및
상업적 국익 연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무상 원조형태별 패턴 역
시 대상국 모두 유상원조는 상업적 이유와 무
상원조는 정치･외교적 이유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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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여국의 원조동기는 한 국가의 원조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
서 공여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수많은 연구에서 원조동기를 논의하고 있다. 공여국
의 원조동기는 국제개발학의 전통적 접근에 따라 인도주의적, 정치･외교적 그리고
상업적 동기로 분류된다. 이 중 공여국의 원조지원에 대한 정치･외교적 동기와
상업적 동기는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국가이익 추구의 목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임소진, 2013b). 이는 원조 중 특히 공적자금으로만 이루어진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공여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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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어떤 이유로 제공하느냐에 대한 것은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Riddell, 2007). 국제개발학에
서 의미하는 공여국 원조지원의 정치･외교적 그리고 상업적 동기는 국제정치학에
서 말하는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국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의 모든 행위는 국가
이익을 위해 수행되고 국민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
한다. 한편, 정치학에서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국익이란 글로벌 차
원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다원론적 관점과 비교된다. 국익과 전
인류적 이익은 상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원조의 인도주의적 동기
는 다원론적인 관점에 입각한 접근으로, 정치･외교적 및 상업적 동기와는 상충되
는 국익중심에 관점에 입각한 접근과 비교된다(강선주, 2001).
국제개발학 연구를 통해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원조동기가 국익 연계에 우
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하기도 하였다(Riddell, 2007). 이러한 현상은 긍정
적 또는 부정적이라 할 수 없으며, 특히 공여국의 상업적 동기가 모든 상황에서
(공여국의 국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수원국에 대한) 원조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는 연구 결과도 있다(Browne, 1990). 그렇다
면 과연 공여국들은 다양한 원조동기 중 무엇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일까?
특히 3대 원조동기 중 소위 말하는 이타적 이유의 인도적 동기와 국익을 추구하는
정치･외교 및 상업적 동기 중 어느 것이 공여국 원조정책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대로 한
가지 이상의 원조동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공여국의 원조동기는 일반적
으로 공여국의 관심사, 즉 국익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대부분의 국가가 인도주의적 동기를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정치･외교적 이유와 상업적 이유 또는 그 외의 이유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이타적 이유로만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Browne,
1990; Riddell, 2007). 국가의 정치적 이념과 상업적 이익추구가 원조를 결정짓는
실제적 요인이라는 주장도 있다(Sogge, 2002).
따라서 본 연구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접근법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의거
한다. 현실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공여국의 원조는 국익을 우선으로 하며, 국제정
치체제에서 자국의 세력 확장을 위한 외교적 도구로 이용되기 때문에, 원조는 유･
무상의 형태에 상관없이 국익을 우선시 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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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자들은 온전히 이타적이거나 인도주의적인 원조는 없으며, 공여국의 원조
동기가 이타적인지 이익추구인지 여부에 따른 비판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구정우,
김대욱, 2011; 안문석, 2013; 이천우, 2011; Soh, 2010; Lancaster, 2007). 여기서
본 논문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공여국의 국익 연계 패턴을 분석하되, 유․
무상 형태에 따라 국익 연계 패턴에 차별성이 생기는지 여부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연구되었던 유･무상 원조지원
형태(type)별 원조동기에 따른 국익 연계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무상 원조를 모두 제공하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사례 대상국으로 선정
하였다. 이들 국가는 모두 선진공여국의 모임인 OECD DAC 회원국으로서 이들의
원조형태별 원조동기와 국익 연계의 패턴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한편,
공여국의 원조동기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개별 공여국에 대한
비교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으나 지역에 따른 비교, 즉 유･무상 원조를 모두
제공하는 동아시아 공여국과 서유럽 공여국을 비교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일부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와 선진공여국의 원조지원의 전반적인 비교는
분석된 바 있으나(Ky, 2012; Lim, 2013; Söderber, 2010), 유･무상 원조를 모두
제공하는 동아시아와 서유럽 공여국의 원조를 특히 원조동기와 국익 연계라는 차
원에서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무상 원조를 모두
제공하는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서유럽의 독일, 프랑스 원조동기를 비교하고, 원
조지원의 국익 연계 현상에 대해서는 유･뮤상 원조형태별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
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원조동기와 국익 연계의 찬반론을 논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본 연구는 질적연구에 근거한 사례 비교분석의 방법을 도
입하였고, 문헌분석을 주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각 국가의 원조정책을
보여주는 원조백서 또는 헌장, 관련 법률, 주 시행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연차보고
서 및 관련보고서,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 등을 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각 국가의 원조에 대한 학술연구 중 정책 및 원조동기를 다루고 있는 연구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그 외 문헌상으로 가능한 실제 사례를 통해 각국의 원조동
기와 국익 연계 여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아직 학술연구로 제시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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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화에 대한 자료는 보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의 다각화(triangulation)를
통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다만, 문헌분석이 주 연구방법으로 이용되다보니
각 사례 대상국의 최근 자료가 문헌 또는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되지 않은 경우,
정보접근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 이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론을 통해 연구의 배경 및 문제제
기,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원조동
기와 국익 연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3장에서는 동아시
아의 한국과 일본, 서유럽의 독일과 프랑스의 유･무상 원조형태에 대한 원조동기
와 국익 연계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4장에서 사례 비교분
석 결과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원조동기와 국익 연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여국 원조동기, 이유 또는 목적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원조동기를 크게 인도주의
적, 정치･외교적, 상업적 이유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만, 영국 및 프랑스와
같은 식민주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은 전통적인 3대 분류 이외에도 식민주의를 둘
러싼 역사･문화적 관계가 원조동기에 영향을 준다(Browne, 1990; Alesina and
Dollar, 2000). 그 외 호주 및 뉴질랜드는 지리적 요소가 원조동기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두 국가는 태평양 일대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경향이 강하다. 소위 ‘생각이 비슷한 (like-minded)’ 공여국으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은 개발 또는 인도주의적 목적이 원조동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외 네덜란드와 캐나다 역시 개발의 목적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 외 소규모 공여국들은 수원국과의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로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여국의 원조동기는 각 공여국별 하나의
이유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역사 및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Browne, 1990).
즉, 이들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한 국가가 하나의 이유로만

원조형태에 따른 원조동기와 국익 연계 패턴 분석 91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조동기에 대한 선행연구 중 10개 이상의 공여국 정책을 비교분
석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조사해본 결과, 한 가지 동기만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
는 없었으며, 원조를 통하여 국익을 추구한다고 하여 원조정책에 인도주의적 동기
가 전혀 없는 국가도 찾아볼 수 있었다(임소진, 2013b).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학자
들은 원조동기를 ‘수원국 개발의 이유 또는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이유’와 ‘정치･외
교적 이유 및 상업적 이유’를 분리하여 접근하기도 한다(Degnbol-Martinussen and
Engberg-Pedersen, 2003). 한편, 일부 학자들은 1970년대에 이미 공여국은 국제
정치와 부합된 자국의 관심사와 관련된 원조를 제공하고 (정치･외교적 이유), 수원
국은 공여국의 경제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원조과정에서 다양한 거래를 하게
된다고 (상업적 이유) 밝힌 바 있다(Dudley and Montmarquette, 1976).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OECD DAC 회원국들은 원조를 통하여 타 국가에 대한 영향
력을 높이고자 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여국
이 UN 내 투표권 획득 또는 투표율 향상을 위해 원조를 이용하는 것과도 일맥상통
한다(Alesna and Dollar, 2000). 이와 비슷하게 외교적 원조동기는 공여국의 국제
안보에 대한 관심, 국제정치적 목적, 그리고 정부간 관계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도 있으며, 이 역시 공여국의 국익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Lancaster,
2007). 또한 일부에서는 주요 공여국의 원조지원에 있어서 이미 인도지원적 이유
를 벗어나 상업적 이유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였다(Browne,
1990). 이는 공여국이 원조동기에 있어 인도주의적 개발 목적보다는 점차적으로
전략적 목적(정치･외교 및 상업적)을 더 강조하는 현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
다(Hoeffler and Outram, 2008). 공여국의 원조지원에 대한 상업적 목적은 공여국
의 대 개도국 무역진출과 자원수입 등의 국익과 관련이 있기도 하며(Lancaster,
2007), 이는 공여국의 개도국 국민의 삶과 발전에 대한 관심은 (인도주의적 이유)
비교적 낮다는 것을 내포하기도 한다(Dudley and Montmarquette, 1976).
이와 비교하여, 일부에서는 공여국의 원조동기를 개발의 목적, 인도적 구호의
목적, 외교적 목적, 상업적 목적, 문화적 목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Lancaster,
2007). 여기서 개발 및 인도적 구호의 목적은 기존 분류의 인도주의적 동기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외교적 목적 및 상업적 목적은 기존의 3대 분류의 나머지 두 가지(정
치･외교적 이유, 상업적 이유)에 각각 해당하며, 그 외 문화적 목적을 새로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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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원조동기의 3대 분류 중 인도주의적 지원동
기를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 연대(solidarity)의 이유로, 정치･외교적 이유는 정
치･전략적 이유로 재구분하고 있으며, 상업적 동기 이외에도 역사적 이유와 개도
국의 인권 증진 등이 공여국의 원조동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Riddell,
2007). 또한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목적을 최근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원조동
기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Degnbol-Martinussen and Engberg-Pedersen, 2003;
Riddell, 2007).

Ⅲ. 원조형태에 따른 원조동기와 국익 연계의 실제
1. 한국
한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
본계획,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그리고 원조백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원조동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및 전략문서를 종합해보면, 한국의 원조
동기는 정치･외교적 동기, 경제적 동기(상업적 동기), 인도주의적 동기와 함께,
상호의존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조백서의 제1장 제2절의 ODA의
동기와 목적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정치･외교적 동기이고 경제적 동기가 그
다음을 따른다. 인도주의적 동기는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으며, 상호의존적 동기
가 추가로 제시되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ODA를 통한 국제사회의 위상제고
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공여국은 외교관계나 대외정책에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 지원 대상국이나 분야가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원조백서는 공
여국의 경제적 원조동기는 대 개도국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상업적 측면에 기인한
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다만, 공여국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지양
되어야 하며, 공여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이익이 따르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 정부는 최근 한국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의 원조 지원 대상국 선정 및 지리적 배분이 단지
정치･외교적 이유 뿐 아니라 상업적 이유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a). 이 중 한국 정부의 상업적 원조동기에 대한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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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까지만 해도 국제 활동
참여 강화 및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강화 부분이 한국 정부의
정치･외교적 및 상업적 원조동기를 보여주는 항목이었다고 한다면, 2014년부터
한국 개발협력의 주요 추진과제에 ‘Win-Win형 ODA’를 포함시키면서 공식적으로
‘우리기업･인력진출 지원’이라는 항목 아래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강화, ODA 청년
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PPP 사업 확대 등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국제개발협력위
원회, 2014b, 2015).
한편, 한국의 기본계획은 유･무상 원조의 형태에 따라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다
는 특징이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이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시
행을 맡고 있는 대표적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에 대한 법이 독립적으로 재정되어 있다. 우선, 한국국
제협력단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
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
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외교부, 2014). 여기서 한국 무상원조 시행 대표기관인
KOICA는 개도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킴으로서 한국 정부의
외교관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 정부의 무상원
조에 정치･외교적 동기가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비교하여, 대외경제협
력기금법의 제1조는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1). 즉, 한국 정부는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를 통해 개도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개도
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자국의 대개도국 무역확대와 같은 상업적 이익
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앞에서도 밝혔듯이 개도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윈윈(Win-Win)의 형태가 이미 법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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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일본의 원조정책은 개발협력 헌장과 중기 원조정책 그리고 원조백서를 통해서
제시된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3). 일본의 원조정책 문서 뿐
아니라 많은 문헌에서도 일본의 원조정책은 이타적 동기가 배제된 상업적 동기가
지배적이며, 이는 특히 일본의 무역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Browne,
1990; Gaens, 2015).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일본의 개발협력 헌장은 상업적 동기
를 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아베정권의 국가 안보정책(정치･외교적 동기)을 직접
적으로 반영하여 일본의 원조 지원에 내재된 군사적 동기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Government of Japan, 2015). 이는 일본 정부가 최근 일본의 개발, 외교, 국방의
3대 D(Development, Diplomacy, Defence)를 표명하는 새로운 국가 안보전략을
범국가적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원조정책에 반영한 결과이다(OECD, 2014b). 실제
로 일본의 원조정책을 다루고 있는 문헌 중 일부에서는 일본은 상업적 동기보다는
자국의 안보와 관련된 군사적 목적을 원조정책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 개정된 개발협력 헌장에서는 제목 뿐 아니라 문서 전체에
걸쳐 인간안보와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Riddell, 2007).
그러나 비록 일본 정부가 최근의 원조정책 변화를 통해 정치･외교적 동기를 강하
게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현상이 일본의 원조를 통한 자국기업의 개도국
진출 확대라는 상업적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상업적
동기가 강하던 일본의 원조는 유상원조가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유상원조를
통한 상업적 이익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이 유상원조를 제공하게 된 근본적
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경제개발을 위해 일본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은 경험에서 나오는 학습효과에 기인한다(OECD, 2004). 나아가 일본은 원
조 거버넌스 상 역사적으로 유상원조와 무역을 연계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본
의 원조 시행기관인 일본국제개발청(Jap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JICA)이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과
합병되기 이전, JBIC을 통해 제공된 유상원조가 JBIC의 또 다른 기능인 해외투자
와 연계되어 원조를 통해 개도국 무역 시장에 일본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
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JBIC은 1999년 일본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개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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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OECF)이 합병되면서 개설된 기관이
다. 이후 JBIC의 OECF 기능이 다시 분리되어 2008년 기존 JICA와 합쳐지면서
현재의 새로운 JICA(新JICA)가 탄생하였다. OECF는 1961년 일본의 유상원조 전
담기관으로 설립되었고, JICA는 무상원조를 전담하였던 해외기술협력청(Overseas
Technical Cooperation Agency, OTCA)을 전신으로 하여 1962년에 설립되었다
(Ohno, 2013).
新JICA는 이전 OECF가 JBIC으로 합병되었을 당시 일본 정부가 해외투자 기능
과 원조의 기능을 상호적으로 활용하였던 제도를 부활시켜 2012년 민간기업투자
금융(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 PSIF)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PSIF는
유상차관 뿐 아니라 지분투자를 통해 민간기업이 개도국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Ohno, 2013). 나아가 원조 시행기관인 新JICA의 독립적
역할이 이제는 JBIC과 일본수출투자보험 그리고 일본해외인프라투자공사와의 협
력 형태로 확대될 예정이며(Dugay, 2015), 이러한 과정에서 PPP의 형태로 더 많
은 일본 기업의 개도국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일본의 유상원조는 여전히 상업적
이익이라는 기대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OECD, 2014; Okaniwa, 2015).
한편, 일본의 무상원조는 최근 개정된 개발협력헌장에서 강조하는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향후 상당부분의 원조가 군사원조의 일부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외교적 이유). 1992년에 최초로 작성된 개발협력헌장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본의 원조는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으며, 2003년
개정시에도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2년 일본 국방부가 동남아시
아 일부 지역에 군사적 목적으로 원조재원이 아닌 정부재원을 활용한 비전투적
기술협력 지원을 시작한 이후, 중국의 외교적 지배권이 강화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 일본 정부는 ODA 재원의 일부를 무상원조 형태인 기술협력으로 개도국 군사
방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말 일본 내각에서는 국가안보 전략을 기반으로 한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로서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새로운 개발협력 헌장에서 원조
의 군사적 목적이 허용될 경우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지에서 군사적 목적을 위한 항구 및 공항의 재건축 등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계획하였다(Hiroshima, 2014). 그러나 개발협력 헌장의 2015년 최종 개정은 일본
의 ODA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여전히 반대하도록 유지되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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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개발협력 헌장에 직접적으로 외국군대에 대해 비군사적 목적인 긴급구호
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원조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의 여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여지를 두어 비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조의 범위 해석이 애매해지는 우려를 남기고 있다(Dugay, 2015; Kameda, 2015).

3. 독일
독일은 원조와 관련된 특정한 법규를 규정하지는 않으며, 독일 연방하원이 경제협
력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원조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경제협력개발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가 원조백서를 출판하여 원조정책을 이행하게 된다. 독일은 BMZ를 중심으로
인도주의적 원조형태를 강조하면서, 최근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발맞추어 지속가능한
국제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같은 국제사회 공동의 가치 추구를 독일 원조정책
의 핵심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독일은 원조정책에 있어서 국익차원의 관심
사는 드러내지 않고, 개도국 개발과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인도주의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BMZ가 작성하
는 원조정책은 인도주의적 관점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원조와 관련된
그 외 부처에서는 원조를 통해 각 부처의 목표와 부합된 국익을 추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독일 원조예산 확정 과정과 연관되어 있는데, BMZ가 제안한
연간예산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독일 외무부와 경제부의 검토 및 승인과정이 필요
하며, 최종적으로 독일 재무부와 연방하원의 승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
서 독일의 주요 기업들은 대 정부 로비를 펼치며 이 과정에서 상업적 요구가 원조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Lancaster, 2007). 독일의 이러한 원조 거버넌스 상
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부처간 갈등구조는 OECD DAC 동료검토 전반에 걸쳐 수차
례 언급되기도 하였다(OECD, 2010). 이 뿐 아니라 독일 BMZ의 원조 백서상 나타
나고 있는 개발 목적이 최근 개발 장관으로 임명된 Gerd Müller에 의해 변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Müller 장관은 빈곤과 개발이라는 주요 목적을 원조정책으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최근에 발표한 10개의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s)는 독일
의 농업 산업을 위한 생산현장을 아프리카에서 찾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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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다. 이러한 시도는 개발 장관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정치를 개발정책에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Timmann, 2014).
독일 정부의 원조를 통한 국익 연계와 관련, 독일 외무부에서는 과거 서독 정부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인 할슈타인 원칙(Hallestein Doctrine)에 의거하여 모든 서
독의 수원국은 동독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정치․외교적 동기)(DegnbolMartinussen and Engberg-Pedersen, 2003). 이후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
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외무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정치･외교적 동기를 원조정책에 반영하고 있다(Lancaster, 2007). 한편, 독일의
상업적 동기 추구 역시 과거 서독 정부의 정체성이 남아있다. 통일 이전의 독일은
전통적으로 개도국 내 자국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원조를 제공하였다고 알려져 있으
며(Browne, 1990), 이는 특히 독일 기업들의 원조를 이용한 수출확대 요구와 관련이
있다. 이 역시 BMZ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많이 약화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독일
경제부의 원조정책에 대한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Lancaster, 2007).
독일의 공여국 기업개발 위원회(Donor Committee for Enterprise Development)는
BMZ의 민간부문개발 정책을 소개하면서 개발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BMZ 조차도
원조를 통해 자국기업의 개도국 시장 진출과 개도국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최근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DCED, 2015).
이와 같이 독일 정부는 원조정책에 국익차원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유･무상 원조형태에 따라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독일은 일본 및 프랑스와
함께 유･무상 원조를 모두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조지
원 시스템은 유･무상 원조형태에 따르지 않고, 금융지원과 기술협력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반적인 원조정책은 BMZ가 담당하고 있으나, 집행은 금융지원과
기술협력으로 구분하여 타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독일 원조의 금융지원은
독일부흥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이 담당하며, 유･무상 원조형
태를 모두 이용한 예산지원(budget support)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비교하여, 기술협력은 무상원조로만 이루어지며, 독일국제협력유한책임회사(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가 담당한다(임소진, 2013a;
Lancaster, 2007; OECD, 2010). 독일은 원칙적으로 무상원조 보다는 금융지원을
활용한 유상원조를 더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며, 이러한 현상은 기존 무상원조 중심
의 3개 기관을 2011년 GIZ로 축소 합병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Cour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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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tes, 2012). 이에 대해 OECD DAC은 동료검토를 통해 독일의 유상원조의
상당 부분이 신흥경제국 또는 중소득국에 제공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 수 있으
나, 이 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자국의 민간기업과 관련된 상업적 동기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무상원조 중심의 기술협력 역시
개발 목적 이외의 정치․외교적 동기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OECD, 2010).

4. 프랑스
프랑스는 원조에 대한 법령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 대신, 외교･유럽 정책백
서에 나와있는 전반적인 외교정책 방향에 입각하여 원조정책을 수립한다. 프랑스
외교･유럽 정책백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외교정책 방향은 프랑스의 안보를 위한
이익을 증진시키고, 유럽 국가들과 함께 유럽의 발전에 힘쓰며, 전 세계의 평화․안
보․인권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화에 따른 전 세계의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발전에
조력하고, 프랑스의 사고방식․언어․문화의 존립을 확고히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는 자국의 안보와 영향력을 유지･확산시키기
위한 정치･외교적 동기를 원조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외교･유럽 정책백서에
도 나와 있듯이,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영향권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관심사가
원조를 포함한 프랑스 국가재원에 적용되기를 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외교
를 강조한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 평화․안보․인권 관련 원조 지원은 전 세계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프랑스 국민의 안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OECD, 2013). 이러한 프랑
스의 국익 연계형 원조동기는 프랑스의 원조동기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연구들에 따르면 프랑스의 원조동기는 구 식민지 국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Browne, 1990; Degnbol-Martinussen
and Engberg-Pedersen, 2003; Riddell, 2007).
한편, 프랑스 외교부는 2011년 프레임워크문서(Framework Document)라는 중
기 원조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감소, 불평등 완
화, 글로벌 공공재 보존, 개발의 지속성 촉진과 같은 4대 개발협력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of France, 2011).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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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국가이익 추구형의 원조모델을 글로벌 발전을 위한 공조자로서 인도주의적
동기를 강조하는 모델로 변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경제재정부의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외교부의 이러한 새로운 중
기전략은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경제재정부의 강한
영향력에 기반하여 프랑스의 주 원조기관인 프랑스개발청(French Development
Agency, AFD)이 전체 원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상원조 중심의 ‘개발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Cour des Comptes, 2012). 프랑스의 원조가 유상원조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다보니, 저소득국보다는 중소득국에 대한 원조지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De Vos, 2014). 이에 대해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프랑스의 유상원조는 자국
기업의 이익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Cour des Comptes,
2012).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2015년 무상원조 중심의 기술협력을 제공하던 6개의
기관을 축소 합병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Hinchberger, 2015). 이는 프랑스 정
부가 아프리카 지역 외 새로운 수원국에 대한 원조를 경제 파트너십 중심의 유상
원조로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다(De Vos, 2014). 이렇듯
프랑스 정부가 유상원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조예산 삭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2013년 원조예산을 감소시킨데 이어, 2014년
재정법을 통해 기존에 계획되었던 원조예산의 2.5%를 추가적으로 더 감소시켰다.
그리고 향후 원조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을 것을 밝힌 바 있다
(Berbière, 2014).

Ⅳ. 결론
원조동기는 크게 인도주의적, 정치․외교적 그리고 상업적 동기로 구분되면, 이
중 정치․외교 및 상업적 동기는 공여국의 국익과 결부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례 대상국의 유․무상 원조형태를 구분하여 원조동기와 국익
연계 패턴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사례 대상국의 원조동기와 국익 연계
패턴이 공여국간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우선, 원조동기와 국익 추구 연계에 대한 국가간 패턴을 비교해보면, 한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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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모두 원조와 국익을 연계하는 양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원조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뿐 아니라
선진화방안, 기본계획,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그리고 원조백서와 같은 정책문서를
통해서 대개도국 원조를 통한 정치･외교적 그리고 상업적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
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최근 민간기업의 대개도국 진출 및 무역증대, 한국인의
해외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상업적 이유를 원조지원에 크게 부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본의 경우, 원조란 국가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도 분명히 하고 있다. 비록 일본의 원조 관련 정부문서에서 인도주의적 원조동기
를 아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다른 동기에 비해 인도주의적 동기는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으로 제시하여 일본 정부는 원조지원에 있어서 정치･외교적 그리고
상업적 동기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최근 일본이 정치･외교적 동기
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는 모습은 자국의 상업적 이익을 추
구하는 타 공여국의 동향과는 다소 다른 형태라 할 수 있겠다. 독일의 원조정책은
1945년 이후 패전국으로서의 국제사회에 대한 보상, 서독의 동독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 전후 국가부흥이라는 상업적 목적이 원조동기로 작용하면서 현재까지 독일
의 원조동기는 인도주의적, 정치･외교적, 상업적 동기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그러
나 특이하게도 독일은 과거 탄자니아 등의 식민국가를 두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원조정책에는 식민지에 대한 역사적 동기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원조동기는 식민 역사와 관련된 정치･외교적 동기를 토대로
한 경제․외교식 상업적 동기가 강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국가별 패턴을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맥락에서 해석해보면, 동아시아 2개
국과 서유럽의 2개국 간 큰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동아시아 공여국과 서유럽
공여국 모두 전반적으로 원조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정치․외교 및 상업적
목적이 모두 강하게 원조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유･무상 원조를 모두 제공
하는 공여국의 원조 형태에 따른 원조동기와 국익 추구 패턴은 동아시아와 서유럽
공여국간의 비교보다는 4개국이 특정요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
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일본과
독일은 전후 보상이라는 목적(정치․외교적 이익추구)이 이들 국가들의 원조동기에
반영되어 있다. 다음으로, 과거 식민지배의 경험이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중
프랑스만이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원조동기에 인도주의적, 정치․외교적, 상업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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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외에 과거 식민국가와 관련된 역사․문화적 동기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4개국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원조에 대한 법적체계를 중심으로 원조정
책을 제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사례 대상국들이 원조를
통한 상업적 국가이익 추구라는 점에서는 동질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유․무상 원조형태별 패턴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
만이 특이하게 유･무상의 법적기반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관련 정부부처도 나누
어져있어 유･무상 원조형태에 따른 국익 연계의 방향이 더욱 확실히 구분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유상원조는 상업적 목적성을, 외교부 중심의
무상원조는 정치․외교적 목적성을 내포한다. 즉,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조정(coordination) 역할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외교부라는 유･무
상 원조 정책 및 집행에 대한 명확한 이분화로 인해 상업적 동기와 정치･외교적
동기가 인도주의적 동기보다 두드러지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나머지 3개국
의 경우, 유․무상 원조형태별로 시행기관이 구분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
무상 원조형태별로 나타나는 원조 동기는 확연히 구분이 된다. 일본은 新JICA를
중심으로 유․무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상원조의 정
치･외교적 목적과 유상원조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수단화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독
일의 원조 시행기관은 유･무상 원조형태별 구분이 아니라 원조지원 수단(modality)
에 따른 금융지원과 기술협력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관별 상황과 무관하게 독일의 원조는 유･무상 원조형태에 따라 유상원조는 상업
성을 추구하고 무상원조는 정치･외교적 목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아가 프랑스의 경우도 AFD를 중심으로 유․무상 원조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나, 유
상원조는 상업적 목적을, 무상원조는 정치․외교적 목적을 좀 더 강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구분 없이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가 원조를 통해 정치․외교 및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무상 원조형태별 패턴 역시 대상 공여국 모두 유상원조는 상업적 이유와
무상원조는 정치․외교적 이유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유상
원조의 태생적 성격상 상업적 목적을 배제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무상원조만
제공하는 공여국의 경우도 정치․외교적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도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후속연구를 통
해 우리는 유․무상 원조형태별 원조동기와 국익 연계 패턴의 일반화 가능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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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원조동기와
국익 연계의 패턴은 동아시아와 서유럽이라는 지역적 구분보다는 오히려 선진국과
중진국이라는 각도에서 비교해보는 것이 좀 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독일, 프랑스, 일본이라는 선진국과 한국이라는 중진
국의 국제 정치경제 환경을 바탕으로 한 원조동기와 국익 연계 패턴을 분석이 후
속연구로 가능할 것이다. 이는 또한 과거 식민지배의 경험이 있는 선진국과 그러
한 경험이 없는 중진국 간 원조동기와 국익 연계 패턴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고일 : 2016.07.09.
심사완료일 : 2016.09.19.
게재일 : 2017.02.28.

원조형태에 따른 원조동기와 국익 연계 패턴 분석 103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선주.

미국의 세계교육을 둘러싼 논쟁
국사연구 제14집. 157-181쪽.
2001. “

:

다원론적 관점과 국익중심 관점.” 미

구정우, 김대욱. 2011. “세계사회와 공적개발원조 : 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학제45권 1호. 153-190쪽.

1989-200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년). 제8차 국
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8-1호). 기획재정부/외교부.
2014 대한민국

. 2014a.

____________

ODA

백서.

‘1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
결안건(제17호-1). 관계부처합동.

. 2014b.

____________

‘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
결안건(제20-1호). 관계부처합동.

. 2015.

____________

기획재정부.
안문석.
이천우.

201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률 제10622호.

2011.5.2.

일부개정.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정치이론 관점의 성찰
대안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3권 4호. 297-331쪽.
2013. “

국제 공적개발원조의 신조류와 한국의
권 2호. 777-808쪽.

2011. “

ODA

:

구성주의적

정책.” 산업경제연구 제

24

임소진.

공여국의 개도국 정부 역량개발 지원체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2013a.

동유럽과 동아시아 공여국의 원조정책 비교에 대한 소고.” 동유럽발
칸연구 제37집. 339-369쪽.

. 2013b. “

____________

외교부.

2014.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제12771호.

2014.10.15.

일부개정.

해외문헌
Alesina, Alberto and David Dollar. 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 our na l of Economic Growth 5, 1. pp. 33-63.

Browne, Stephen. 1990. Foreign Aid in Prac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04 국가전략 2017년 제23권 1호

Cour des Comptes. 2012. French Development Aid P olicy. Summar y of the Public

Thema tic Report.
DCED. 2015.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 Individua l Agency PSD P olicies.
Degnbol-Martinussen,

J.

and

P.

Engberg-Pedersen.

2003.

Aid:

Under sta nding

Internationa l Development Cooper ation. New York: Zed Books Ltd.
Dudley, Leonard M. and Claude Montmarquette. 1976. “A Model of the Supply
of Bilateral Foreign Aid,” America n Economic Review 66, 1. pp. 132-41.
Gaens, Bart. 2015. Securitising Aid: The Nexus between Japan’s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ecurity Policy. Helsinki: The Fin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2015.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for Peace, Prosperity

a nd a

Better

Future for

Everyone.

Hoeffler, Anke and Verity Outram. Need, Merit or Self-Interest

–

What Determines

the Allocation of Aid? CSAE Working Paper 2008-19. Oxford: University
of Oxford. 2008.
Ky, Sereyvath, C-W Lee and Peter J. Stauvermann. 2012. “A Comparativ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ODA of China-Japan-Korea to Cambodia,” J ournal of

Ea st Asia n Economic Integra tion 15, 4. pp. 333-361.
Lancaster, Carol. 2007. Foreign Aid: Diplomacy, Development, Domestic Politic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Lim, Sojin. 2013. “Can There Be An East Asian Donor Model?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China and Japan,” J our na l of Interna tiona l Development

Cooper ation 2013, 4. pp. 120-13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13.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ite Pa per 2013: J a pan’s Interna tiona l Coopera tion. Toky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of France. 2011. Development Cooperation:

A Fr ench Vision. Fr amewor k Document. Paris: MAEE.
OECD. 2004. OECD

DAC Peer

Review:

J apa n. Paris: OECD.

. 2010. OECD

DAC P eer

Review:

Germa ny. Paris: OECD.

. 2013. OECD

DAC P eer

Review:

Fr ance. Paris: OECD.

. 2014. OECD

DAC P eer

Review:

J a pa n. Paris: OECD.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원조형태에 따른 원조동기와 국익 연계 패턴 분석 105

Ohno, Izumi. 2013. “Japan’s ODA Policy and Reforms since the 1990s and Role
in

the

New

Era

of

Development

Cooperation,”

J ourna l

of Interna tiona l

Development Cooper ation 2013, 4. pp. 64-94.
Riddell,

S

Roger

C..

Does

2007.

Foreign

Aid

Rea lly

Wor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ő

ő

derberg, Marie. 2010. “Challenges or Complements for the West: Is There An
‘Asian’ Model of Aid Emerging?” in J. S. S

rensen. ed. Cha llenging the

Aid Paradigm: Western Currents and Asian Alternative.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pp. 107-137.
Sogge, David. 2002. Give a nd Take:
York: Zed

Wha t’s the Ma tter

with Foreign Aid?

New

Books Ltd.

Soh, Changrok. 2010. “Theoretical Considerations: Why Countries Provide Development
Aid,” J ournal

of Inter na tional Politics 15, 1. pp. 191-218.

보도자료

è

Barbi re,

é

C cile.

2014.

“Another

Setback

for

French

Foreign

Aid”.

EurActiv

검색일:

Development Policy News (June 30). http://www.euractiv.com/sec (
2016
De

Vos,

년 6월 1일)

Manola.

2014.

“French

Development

Aid:

‘Phase

of

Pause

before

A

Grand Revival’”. Devex Inside Development (14 July). https://www.devex.
com/news/french-development-aid-phase-of-pause-before-a-grand-revival-83
872

검색일:

(

2016

년 6월 1일)

Dugay, Christine. 2015. “What Does Japan’s New Charter Mean for Development?”.
Devex (February 27). https://www.devex.com/news/what-does-japan-s-newcharter-mean-for-development-85595 (
Hinchberger,

Bill.

Technical

2015.

“Agency

Assistance”.

Merger

Devex

검색일:

Aims

(January

to

5).

2016

년 6월 1일)

Boost

Efficiency

of

French

https://www.devex.com/news/

agency-merger-aims-to-boost-efficiency-of-french-technical-assistance-85179

검색일:

(

년 6월 1일)

2016

Hiroshima, Atshushi. 2014. “Abe Administration Seeks to Revise ODA Charter to
Assist Militaries”. The Asahi Shimbun (April 1). http://ajw.asahi.com/article/
behind_news/politics/AJ201404010044

검색일:

(

2016

년 6월 1일)

Kameda, Masaki. 2015. “Japan Adopts New Aid Policy, May Aid Foreign Militaries”.
The Japan Times News (February 10). http://www.japantimes.co.jp/news/2015/

106 국가전략 2017년 제23권 1호

02/10/national/politics-diplomacy/japan-adopts-new-aid-policy-may-aid-forei
gn-militaries/#.VXARxTr9nIW

검색일:

(

2016

년 6월 1일)

Okaniwa, Ken. 2015. Changes to ODA Charter Reflect New Realities. The Japan
Times Opinion (May

29).

http://www.japantimes.co.jp/opinion/2015/05/29/

commentary/japan-commentary/changes-oda-charter-reflect-new-realities/#.V

검색일:

XAQJTr9nIW (

년 6월 1일)

2016

Timmann, Patrick. 2014. 100 days of ‘new’ development policy in Germany? EurActiv
Development Policy News (March 28). http://www.euractiv.com/sections/
development-policy/100-days-new-development-policy-germany-301221

색일:

년 6월 1일)

2016

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