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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으며 국제기구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용한 국토·도시분야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토ㆍ도시분야 개발협력은 기재부의 EDCF와 KSP, 외교부의 KOICA, 국토부의
인프라 ODA로 나누어져 있으며, 종합적인 전략이 부재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과 연계가 부족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은 타공여국에 비해 인프라사업의 비중이 높으며 제도
구축ㆍ역량개발의 비중이 낮고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국토⋅도시분야 개발
협력이 국내 기업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임

 향후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용하고 지식공유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익을 고려하면서도 보편적,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략 마련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국토ㆍ도시분야 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해 3대 정책기조 전환 제안 : ① 국익중심에서 국익
과 국제사회 기여의 조화로, ② 하드웨어 중심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화로, ③
단위사업 중심에서 종합적·체계적 지원으로

 3개 추진방향 제안 : ① ｢2030 의제｣ 체제의 적극적 수용, ② 한국 국토발전경험의 재구
축과 활용, ③ 국토·도시분야 글로벌 리더쉽 확대

 7개 세부정책과제 제안 : ① 우리나라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전략 마련, ②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전략 수립, ③ 한국 국토발전경험에 대한 연구 기획
추진, ④ 한국의 국토발전경험을 활용한 플래그쉽 프로젝트 기획ㆍ추진, ⑤ 국제기구의
국토ㆍ도시분야 의제설정에 참여 확대, ⑥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협력사업 활성화,
⑦ ｢국토ㆍ도시 개발협력 연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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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국토⋅도시분야에서도 국제적으로 이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
∙ 유엔����의�새천년개발목표(�illeni���De�el���ent���al����D��)����
이후,�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2016-30)�� 채택하였으며,� �� �� 하�의�
목표��‘지속가능��도시���주지의�조성’(목표�11)��제시
∙ 유엔인간정주계획(���Habitat)��해��������대회(��도��키토,�2016)��
�해�｢새���도시의제(�e����ban�Agenda)｣��채택하��‘�������도시
(�itie������all)’���제�회의�도시정����으��제시
□ 국토·도시 분야 한국의 ODA는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한국개발경험
공유 및 협력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의�ODA�����2013년�1조�9,214������2018년�3조�482���으��
�����가하��있으며,�도시����계��유·����회�인���지���2014년�
��9700������전��ODA의�42��해당1)�

1) http://stats.oecd.org/, (최종접속일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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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계�으��2050��지�25�����도시인�가�증가하며���중�90%��
�시����������중���으��예상되며,�개도국����한�도시���인
��도시�외���난개발,�주택부족,��경�����도시문제를�경�하��있음(���
��b����,�2016b)
∙ 한국��개발�시기�������한�도시������으��대�한�경���가지��
있으며,�한국��국토���도시정��경������대한�국제������도�증가하
��있음
□ 국제사회에서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한국
의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적인 원조 전략 수립 필요
∙ ��나��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원���� 총괄계획(｢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수립하��있으나,�국토ㆍ도시분���대한��립�인�계획��전략
��부재
∙ 한국국제협력단(K�����I�������������C�����������A�������KOICA)��F(대
외경제협력기금(EDCF)���국제개발협력��주도하��있으나,�국토ㆍ도시분
���대한��계���전략����되지�않음
∙ 국토ㆍ도시분��주�부�인�국토��부���외�����지원,����도시�수출�
���정�����하��있지��국제����부�하���계�인�전략��부족하며,�
단기�개발���중심,�경제�����계를�중심으����되��있��국제����
������되��있음
□ 그간 산발적, 단편적으로 진행된 우리 국토ㆍ도시 분야 개발협력을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공헌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원조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기���경제�����중심,�개������중심�����나��기�으��수원국
��지�가�한�도시���기���수�있도��국토·도시분��개발협력��기��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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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토�도시����고���������지속가능��도시화를�
����발���������활용
∙ ����도� ����� 중���� �제����� ���� ����� �제�����
����전�적�����제고

2) 연구 목적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새로운 도시의제(NUA) 등 국제사회의 국토ㆍ도시분야
정책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정립
□ 국내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정책방향 제안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제�����화��2015년����지속가능발전목표(�������립���를�집중적
���검토
∙ ��� ����분석� �� �발��� ��분석�� ���� �적�발��가� ��를�
����시���2010년���를������함
�����������가입(2009년�11월���제1���제�발��������수립(2010년��등

□ 내용적 범위
∙ �제���지속가능발전목표(���������적�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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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국토�도�분������������분석
∙ �����국토�도�분�������정책����분석
∙ �����국토�도�분�������������분석
∙ �����국토�도�분��국제����������제안
그림 1-1 | 연구의 주요 질문과 흐름

자료 : 저자작성

2) 연구의 방법
□ 문헌 분석
∙ 국제����������정책����분석�(국제���합의문�����문�등)
∙ 국제���국토·도��분������������(국제�����자료�중심)
∙ 국�� 국토·도�� 분�� ����� 정책��� 분석� (정�� 정책문서�� 보도자료��
�����자료�등)

6

□ 외부 전문가 협력
∙ 국토�도시��� 국제개발협��� ��성�� ��� ������� 협�하여� 연구
��성�제��
��권구순(��사���대학)��김유식(�국�해비타트)��｢�����국토도시�국제개발협
�����������제언｣ ��연구�수행

∙ �����개최���국토�도시���국제개발협�������대�������정책
����대�����수렴(<������참조)

표 1-1 | 자문회의 개최 개요
제목
일시 / 장소

자문위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토ㆍ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자문회의
2019년 11월 14일 / 서울역 공항철도 Arex-3 회의실

∙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 송재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 성장환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해외연구센터 센터장)
∙ 이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자료 : 저자작성

□ 한국 국토발전 경험에 대한 국제 워크숍 개최
∙ 국����국�������국토·도시정책����������개최하여���국�국토·도
시개발�������������국제개발협������시사점��국제비���관점
������
∙ �국��국토·도시개발���������국제비���관점���성찰(지역개발정
책��신도시개발��주택재개발��토지개발��국토관���관���제도�구축��지역사
���역����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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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 한국 국토발전경험에 대한 국제워크숍 개최 개요
제목

한국 국토발전경험의 재성찰(Reconsidering Korean Urban Development
Experiences: Implic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시 / 장소

2019년 8월 28-29일 / 서울 코리아나 호텔

주요 참석자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하성규 (전 중앙대 교수, 현 주택관리연구원 원장),
주유민 (싱가포르대학 교수), 박세훈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김원배 (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Mike Douglass(전 하와이대 교수), Jamie
Doucette (맨체스터 대학 교수), 신현방 (런던정경대학 교수), Cuz
Potter(고려대학교 교수), Blaz Kriznik (한양대학교 교수) 등

자료 : 저자작성

□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국토ㆍ도시분야 국제사회의 동향 파악
∙ 제7���sia��a�i�i�����an�����m�참석(2019��10��14~17일)
-����S���������a�itat�����ani�e�Malaysia�����������������지역
��지������������������국제����10��15-17일�������페낭
���개최
-�S��s�����������������으��｢페낭�지�������플랫폼｣ 구축
-����참석��������S���������a�itat�������������구축���최��
S��s��������국제�������파악

∙ ����������������참석(2019��10��14일)
-�������(�aste�n��e�i�nal����ani�ati�n������lannin������man�Settlements)��
다부문����부����구��지역�������������������������설립
(��������2019)2)
-�2019��10��14일�������페낭����������개최되었으며���국��국제
������������역��국�������교환

2) EAROPH 홈페이지: http://earoph.org/ (최종접속일: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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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기존의 관련연구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지속가능발전목

표(SDGs) 및 ｢새로운 도시의제(NUA)｣의 의미 및 국내 도시정책에의 적용방안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표 1-3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

연구목적

주요연구내용

1

Ÿ 과제명: 해비타트 III 의제(The
New Urban Agenda) 이행방안
연구
Ÿ 연구자: 국토교통부(2017)
Ÿ 연구목적: 의제 주요내용 분석 및
국내 도시정책과제 도출, 의제
이행 추진체계 제안

2

Ÿ 과제명: 한국의 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과 역할
Ÿ 연구자: 권구순·김유식(2016)
- 문헌 조사
Ÿ 연구목적: SDSs 및 NUA 간 상호 - 사례 분석
연계성 분석, 국내 민관영역
도시화 국제개발협력 방향성 제시

3

Ÿ 과제명: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의제의 성립배경과 의의
Ÿ 연구자: 박세훈(2016)
Ÿ 연구목적: 새로운 도시의제 특징
및 한국 도시 정책에 갖는 시사점
파악

- 새로운 도시의제 주요내용 및
- 문헌 조사
특징
- 전문가 자문 및 원고 의뢰
- 새로운 도시의제 성립배경
- 정책세미나 및 학술대회
- 새로운 도시의제의 이론적 배경
개최
- 한국 도시 및 도시정책 시사점
- 국제기구와의 협력
고찰

본 연구

Ÿ 과제명: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방향 연구
Ÿ 연구목적: 국토·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 마련 및
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
분야 실행방안 구체화

- 문헌 분석
- 관련 전문가 인터뷰
- 국내외 전문가 워크숍
개최
- 해외 전문가 공동연구
- 국제기구 담당자 의견
청취

주요
선행
연구

-

통계자료 및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그룹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 의제 의의 및 주요내용
- 의제 내용분석 및 세부정책과제
도출
- 의제에 대한 전문가의견 조사
- 의제와 국내 도시정책 개선과제
- 의제 국내 이행방안
- SDGs와 NUA 상호연계성
- KOICA 도시 분야 ODA 현황 및
문제점
- 한국해비타트 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현황 및 문제점
- 한국 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

-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 정책
동향 분석
- 국제기구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추진동향 분석
- 기존 국내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정책기조 분석
-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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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의�����������������������������연구��｢새로
��도시의제｣ ���������연구�등
∙ �제��의� �의�� ����� ���도시��� �������� 연��� 연구��
취약
□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도시정책 흐름에 비추어 우리 정책경험을 평가하고 국토·도시 분
야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
성이 있음

4.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국내 국토ㆍ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체계적 전략 마련을 통해 원조 효과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행 및 국제사회에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기여
□ 유엔 해비타트 등 국제기구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노력에 한국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학술적 기대효과
□ 한국 국토ㆍ도시분야 개발협력의 특수성, 추진주체간 이해관계, 향후 추진전략 등에 대
한 학술적 토론의 기반 마련
□ 국토ㆍ도시분야 한국 발전경험을 국제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발전

10

경험에 대한 이해를 확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학회�����계���학�토�회���
�������������공유⋅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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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개발협력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토·도시정책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성립
□ 성립배경
∙ ��� 지속가능발전목표(S�staina�le� Development� Goals� �� SDGs)�� ��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m�Development�Goals���MDGs)가�2015년���종료
됨�����2030년�지�국제사회가�지��������목표��채택됨
��MDGs����새���국제사회�개발목표�수���������사�����지속가능발전
�원회����으���의��SDGs�가�2014년�9������회��제안되고�����바탕으
�� ��� 2015년� 7��지� 정�� �� �상�� 진행됨(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2015년�9��개���정상회의(���S�mmit�on��ost�2015�Development�Agenda)

��� SDGs� 가� 포��� ｢2030� 의제(��e� Agenda� 2030� �or� S�staina�le�
Development)｣ 채택��2016년�1��1��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7��)�

��MDGs��승계하여��2016년���2030년�지�������회원국의�지속가능발전��
�한�국제���지�으�����수행

∙ 지속가능발전목표�� ��� MDGs의� ����� �조�� ��� 포용성
(incl�siveness)�� 보편성(�niversalit�)�� 평등(e��alit�)� 등의� 새��� �조가�
강조되고��사회발전��경제성�의�지속��환경보전���한�목표가�강�됨�
�� 원칙(principle)�� ‘한� 사��� ��지지� ��� 것(�eaving� �o� �ne� �e�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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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s�����에��빈곤��지��으로�부�������에������과�함��빈곤��
������부���평등��제도�강조
-�소���계층��최빈국��내륙국����도�국�등��소��지��도���구함��
-�기���MDGs���도국����으로������있�지��지�����목표��선진국
��포함������원국�������으로���목표����하��������구�
표 2-1 | MDGs 및 SDGs 비교
구분

MDGs

SDGs

목적

사회 및 경제개발

포용적 경제성장, 사회발전, 지속가능한 환경, 평화, 안보

핵심 목표

빈곤퇴치

빈곤퇴치 및 불평등 완화

주요 대상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재원

ODA 중심

당사국 기금, ODA, 민간재원(투자, 교역)

수행주체

공여국과 수원국 관계 중심

다양한 주체 참여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조

기업참여

기업의 참여 기회 제한적

기업의 참여 기회 대폭 확대

자료 : 권상철·박경환(2017: 77)

□ 주요 내용과 이행 노력
∙ 지�����목표�� �� 17�� 목표(g�a�)�� 169�� 세부목표(target)�� 포함하
��있으며����목표���통�과�����강조함
-�17��목표����빈곤퇴치����기����농업����건강����교육����양��평등����
물����에너지����경제������기������산업화�����평등�해소����도���거
주지����소����생산양식����기��변화����해양자원����육��생태계��⑯ ���
��제도��⑰ �로����너��
-�국토�도�����11��목표��중심으로����에너지������기������산업화��
��기��변화�등과�����있음

∙ 선진국���도국��도�������기���북-남���에��������국�등과
������포�하��남-남��������������강조(국토교통부��2017:15)
-��부����G���국제기구����기업�등���부기구도�중�����주�로�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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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지속가능발전 17대 목표

자료 : ODA Korea: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01/L01_S05_02.jsp0,
(최종접속일: 2019.10.11.)

∙ ｢2�����제�｣����가�발����이���위��개���가���제사회��책무
���시�
-���가�발����이���위�����배정��역량강화����������이��등
-��진���공적개발원조(���)� 재원��확대(�진����N��대�����������7��달
성��최����대����1����2��달성)�����재확인
-�����공적개발원조�재원�이������������공공��재원조달�추����성�제시

∙ ��가�발����이���확인���위����������추진
- ��적인���������고��제����이��확인��위��고위급정치포럼(H����L�����
P���������F�����:HLPF)��개최
- HLPF��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 ��� �발적� ��� 평가
(V���������N��������R������:�VNR)���시��������대��������������
대��이������평가��진��고����
-���가�발����이����달성�����위��241개�����제�71��유엔총회(‘1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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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서�확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7:9)
-��한������원�한��������파리협약��������������������국제����
�����일�하고����하고�있음(윤유리��201�:3)�
표 2-2 | SDGs 이행 관련 주요 국제 합의 및 협약문
분 야

내 용

건강 및 먹거리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로마 영양에 관한 선언 및 행동계획’(‘15년 12월)

생산/소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패턴 10년 프로그램’

기후 변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제21차 UNFCCC 파리 협약문’

생태 환경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BD), ‘2011-2020 생물 다양성 아이치 목표’

도 시

유엔 해비타트, ‘새로운 도시의제’(‘16년 10월)

자료: 윤경효(2016)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리���� 지속가능발전��� ���� ��� 제3��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년~30년)｣��지속가능발전����반영
-�������2007년�「지속가능�발전법」�����20년��계획기����하��지속가능
발전�기본계획��5년�����하고�있음
-�2016년�����제3��계획��유��지속가능발전�����������반영

∙ �리����외교부��환경부��통계청��국��정����지속가능발전�������
����있��부���중����국정�제�����있��지속가능발전���주류화
��������중(통계청�통계개발원��2016:�45)
-����4개�부���기��정책��법����상����������������부���확인하고��
한국�국가��������������부������계획�
-�����유������인�����환경부����있��반면���발��국가보고서(VNR)��
제�한�부서��외교부������������계가��확하지����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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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별 주요 법률, 계획 및 부처
목표

주요 법률

주요 계획

주요 부처

1. 빈곤퇴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제1차 기초생활보장3개년
계획(18-20)

보건복지부

2. 기아종식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15-1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3. 건강과 먹거리

국민건강증진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16-20)

보건복지부

4. 양질의 교육

교육기본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평생 교육법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12-)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13-17)

교육부,
고용노동부

양성평등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16-25)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3-17)

여성가족부

6. 깨끗한 위생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5 전국수도종합계획(16-25)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16-25)

환경부,
국토교통부

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14035)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14-35)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미수립)
고용정책 기본계획(미수립)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11-20)
지역산업 진흥계획(시도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5. 성평등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국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0. 불평등 해소

차별금지 관련 법률

분야별 차별금지 및 약자보호 관련
계획(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공동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경정책기본법

도시계획(광역, 시군)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16-35)

국토교통부,
환경부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 기본계획(수립 예정)

환경부

13.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4-18)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7-36)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6-20)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환경관리법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11-20)

해양수산부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16-25)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14-18)
제1차 산지관리 기본계획(13-17)

환경부,
산림청

-

법무부

14. 해양생태계
보존
15. 육상생태계
보호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탁금지법

자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2017) 31-32쪽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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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국토ㆍ도시정책 내용3)
□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목표 11)
∙ 지속가능��목표��지속가능��도시화����목표�중�하나����하��있으
며� 이�� 목표� 11�� 지속가능�� 도시�� �주지� 조성(�a�e� cities� an�� �u�an�
settle�ents�inclusi�e��sa�e���esilient�an��sustainable)으��제시됨
-��DGs����해�SDGs��도시�문제��주요�목표�중�하나��격상시키며������분야
�����이���조�하��조정하��도시�������재성��주목
-� �DGs� ���� 도시� ��� 목표가� ‘목표� 7� �� 환경�� 지속가능성� 추구�� 하위목표
(7.D)����어���반면��SDGs���������목표��설정되어�������해�도
시정���대����위하�������행���촉구(정지원·송지혜��2�14��42-45)

∙ �목표�11���주택��대중교통��도시계획�������문화유산��재����재해��환
경�����������지�환경���도시�분야�주요�지표����하��있으며��하��
��으�� 7��� 실행목표(acti�n� ta��et� 11.1~11.7)�� 3��� 이행수단
(�eans����i��le�entati�n��11.a~11.c)��제시
∙ 지속가능��목표�� 도시화�� ���으�� 대�하�� �리하�� �이� 지속가능
성����요��중�하나�����하����중요성��강조
-�도시��������������가지��있으���SDGs�이행��위해�������시각
��������������이����������가�필요(윤유리��2�1���5)�
-�����제�구��도시���분야��대��������가��가���으��예상(홍나미��
2�17��13�).�

3)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국토⋅도시분야 내용은 어느 한 영역으로 한정할 수 없다. 특히 수자원(목표 6), 에너지(목표
7), 사회인프라(목표 9), 지속가능도시(목표 11), 기후변화(목표 13)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 목표를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분리해서 다루어 질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목표 11을
국토⋅도시분야를 대표하는 목표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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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SDGs 도시 관련 목표 (SDG 11)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적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주택과 기본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립하고 도시 불량주거지 개선

11.2

2030년까지 도로안전 개선과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과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비용수준과 높은 접근성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제공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역량을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계획과 관리 증진

11.4

전 세계 문화와 자연 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 강화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며 GDP 대비 경제적 손실 감소

11.6

2030년까지 대기 질과 지자체 또는 다른 주체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인구 1명당
도시에 미치는 환경의 부정적인 효과 감소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과 장애인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공간과 녹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보편적인 접근법 제공

11.a

국가개발계획 또는 지역개발계획 강화를 통해 도시와 도시주변부 지역 및 지방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연계성 강화지원

11.b

2020년까지 통합, 효율적인 자원 활용,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지향하는
통합정책과 계획이 반영되고 적용된 도시 및 정주지의 수를 증가시키고 센다이 체재의 후속 논의에
발맞추어 모든 관리수준에서 통합 재난 위험관리 체제를 개발하고 실행

11.c

지역 자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축물을 구축함에 있어 재정적, 기술적 보조를 통한
최빈 개발도상국 지원

자료: 손동필·오성훈(2016: 48-49) 토대로 저자 재구성

□ 새로운 도시의제(NUA)의 성립과 주요내용
∙ ��������지�������� 11� (지����� 도시�� 정주지)�� 구체화
��｢����도시의제(N���U�����A�������NUA)｣���2016��10����도��
������������������회의������
��NUA��SDGs��도시������구�하�������의��제�합의문(UN����������
2016)����SDG�11의�실천계획
��도시������정주�������지�����������경제��사회���경����의�
���������������인식하고��SDGs��������실천����의�

∙ NUA��SDG�11의����������하���도시���정주�����������
���인�������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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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이����인지�����국가도시정���법,�공간계획,�지방재정
프레임워크���이�������포�하��있음�

그림 2-2 | SDGs와 「의제」의 연계 개념

자료: 저자작성

∙ NUA��‘�������도시’(�i�i�������all)����가���하��175��세부항목
���구성
��‘�������도시’��‘��의�도시의�정��������을�강조하��이������
도시�������비의�����인식(이���외,�201����2)��
��｢����도시의제｣(NUA)의���가���도시가���성을�포용하������공간을�
조성해��하며(포용성),이���요��이�����합����있��혁신을��성����있
��있���하며(혁신성),�도시�������중����지방정부�간�조�����의�중요
성(통합성)을�강조(�세��외,�2017��20�21)�

∙ NUA����이��국제����NUA�이�을����������을���하��있음
�� ��� 해비타트�� 「도시� �� 지�계획� 국제가이드라인(�n���na�i�nal� G�i��lin��� �n�
U��an�an������i���ial�Planning)」(2015)을��간하���도국�도시계획���을�지원
하�����지����활용
��2017�����해비타트��｢NUA�이�을�������프레임워크｣���간하��NUA�
이��가이드라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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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타트���������i�ie��Alliance�����로���A������������노력
�����로��������프로그램������������
표 2-5 | 새로운 도시의제(NUA) 주요 내용
구분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
한 도시
및
거주지에
대한
키토
선언

새로운
도시의제
를 위한
키토실행
계획

주요 내용

서문
(1~10)

· 세게 도시인구가 2050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도시화는 도전과 기회를
함께 노정함
·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불평등, 사회경제적 배제, 환경의 질 저하를 불러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도전을 제기
· 이 도전과 기회는 NUA가 제시하는 도시계획, 설계, 재정, 개발, 거버넌스, 관리 등에
의해 대체되어야 함

공유된
비전:
원칙과
약속
(11~15)

· 도시와 거주지는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로 표현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함
· 이는 적정주거에 대한 권리, 근원적 자유,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시민적 체제,
성적평등, 모두를 위한 이동성 보장, 재난관리와 회복성, 지속가능한 소비를 포함
·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계획 및 설계,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 시민과 이해당사자 참여 등이 도시 패러다임 진화의 핵심요소

실천을
위한 요청
(16-22)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공동의 비전과 정치적 약속은 국가의 서로 다른 현실,
발전단계, 역량을 고려하며, 각 국가가 처한 고유한 요건을 존중함
·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슬럼과 비공식 거주자,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 NUA는 급속하게 도시화되는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도시와
거주-그리고 거주민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역사적 기회

지속가능
한
도시발전
을 위한
약속
(23-80)

· 사회적 포섭과 빈곤근절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18개 항목): 토지보유,
공공공간의 가치,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번영 및 모두를 위한 기회(20개 항목) : 주택 및 경제개발의
영향, 지식·기술·교육에 대한 접근, 투자촉진, 혁신과 기업가 정신 등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발전(18개 항목) : 기후변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 슬럼개선, 에너지 효율화, 토지의 사회적·생태적 기능 등

효과적
집행
(81-160)

· 효과적인 도시 거버넌스 구축(8개 항목) : 포용적 집행가능한, 참여적 정책을 통해
NUA를 집행해야 함.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할만한
재정 및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중앙과 지방의 정부 간 협력이 요구됨
· 도시공간발전에 대한 계획과 관리(33개 항목) : 단기적 수요와 장기적 목표 사이의
균형있는 통합적 계획, 먹거리 안정성, 도시와 지역 간 연계, 양질의 공공 공간,
도로안전,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지속가능한 도시이동성
· 집행수단(35개 항목): 다양한 행위자 참여와 수단의 활용이 요구됨, 역량개발, 협력,
재정자원의 동원, 정치적·법적 체계 등이 중요

후속조치
와 리뷰
(161-17
5)

· NUA 와 그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영향평가, 효과적·시의적절한 집행,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후속조치 및 리뷰
· 회의와 컨퍼런스를 포함하여 양적·질적 분석, 정기적 평가 필요
· NUA 후속조치 및 리뷰는 그 집행의 일관성과 연계되도록 해야 함

자료: 박세훈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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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사회 개발협력 동향과 국토·도시정책
1) 국제사회 개발협력 여건 변화
□ 2030 지속가능발전 체제 출범에 따라 개발의제의 확대
∙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1-2015)� ��� ’16-’30년간� 국제사회가�
�동으로�����개발목표�마련
-� ‘15년� 9�� UN� 개발�상회의���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2030� �gen�a� fo��
Sustaina�le�Development)����채택

∙ MDGs�� 절대빈곤퇴치�� 교육�� 보건�� �성�등� 등� 사회개발��의� 의제였으
나��SDGs��사회개발��경제개발���경�등으로�개발의제�확대
-�개발협력의������������확대�고���화����으로�전망

□ 기존 원조성과에 대한 반성
∙ 1980년대-90년대�‘원조피로(�i��Fatigue)현상‘��경험하고��원조��대한�회
의적���각��등장(한국국제협력단��2008��63-64)
-�제2����대전������30��년간�지속적��원조��가�����하고�개발�상국의�
경제적·사회적��건�����개��지������비판

∙ 2003년�로마�제1��원조조화(ai���a�moni�ation)�고���회의����원조효과
성(ai��effectiveness)��국제사회의����의제로�대두
□ 서구 선진공여국의 ODA 증대 여력 한계와 원조 주체 및 방식의 다양화
∙ 2008년��로��경제���������D����회원국의�개발협력�����동결⋅
���고�있으며��개발협력��있��민간부문개발(��ivate�Secto��Development)의�
��성�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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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증대��개발���������������확대��무����한�
원조확대�����개발��의��식과����가�확대
∙ �원�������한����가�����대�한�파�����개��의�주인의식
(o�ne�s�i�)�강조

2) 국제사회 개발협력분야 주요 쟁점
□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 2003���마���개최��제1��원조조화(�i������oni��tion)�고����의��
���2005��파리���개최��제2��원조효과성�고����의���������
논의됨
-�2005��파리선언(���is��ec����tion�on�Ai��Effectiveness)�����하��원조�효과
성��제고하���한�5개�원칙(주인의식��원조일치��원조조화��성과중��관리��상호
책무성)��제시하고��목표시한��성과�표����결정

∙ 2008��제3��고����의���파리�선언의�진�정�가���하������평가
결과�� ��� 파리� 선언�� 더� �화시�고� �행�� ��하�� ���� 행동계획
(Acc���A�en���fo��Action)������
∙ 파리선언��행��대한�평가������s��성���한�원조효과성������한�마
���고�������2011��한�������개최
-�원조의�효������계��중시하��‘원조효과성’���성�과����소������
효과��가����������‘개발효과성’���논의의����임�변화(임소진��2012��
20-21))
-�개발효과성��개발��의����������결과��중시하며��인권��젠더�������
����인��젠���시�������������하�����인��제개발����제�
강조(손혁상��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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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주요 국제회의 및 내용
회의

합의문

제1차 원조조화
고위급 포럼
(2003년, 이탈리아
로마)

「로마
선언문」

제2차 고위급 포럼
(2005년, 프랑스
파리)

「파리
선언」

주요 내용

∙ 원조 조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모범관행 적용계획 마련
∙ 원조 조화는 국제개발협력기관들이 원조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원국과 공여국 간, 공여국 간 원조정책, 절차, 예산
등을 조정하는 것

∙ 원조의 질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시
∙ 협력국 주인의식(ownership): 수원국이 빈곤감소, 제도개선, 부패
척결을 위해 자체 전략을 수립
∙ 원조일치(aid alignment):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의 원조정책이 일치
∙ 원조조화(aid harmonization): 공여국은 원조중복 방지를 위해
정책조화를 이루고 절차를 간소화함
∙ 성과 지향적 관리(management for results): 개발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를 측정
∙ 상호 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공여국과 수원국은 개발성과에
상호책임이 있음

제3차 고위급 회의
「아크라 ∙ 새로운 이행약속이 아닌 파리선언 이후의 이행해야할 사항을 점검, 향후
(2008년, 가나
행동계획」
방향 등을 제시
아크라)

제4차 고위급 회의
(2011년, 한국
부산)

「부산
선언문」

∙ 개발협력 분야의 최고위급, 최대 규모의 회의로 진행
∙ 기존 파리 선언에서 수립 되었던 원조효과성 이행 사항에 대한 평가
및 공유, 포괄적 개발효과성 관련 의제, 부산총회 이후 의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기존의 원조 효과성 논의를 넘어 효과적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를 도출,
신흥국,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새로운 개발협력 주체가 참여하는
포괄적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조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08) 120쪽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개발재원의 확대 및 다양화
∙ �D��� �성�� ��� ���인� 개발재원�� �요성이� 강조�� (오수현·이인호��
201����)���
�����인�개발재원�����������개발원조(ODA)�����������������
����강조�
�� 제3�� 유엔개발재원총회(에티오피아�� 2015)에�� ���� 아��아��� 행동계획
(Add���A�a�a�A����n�Agenda)��개발재원����조성��������재원��중요성
강조(��원�외��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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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재원��정���의�개선으로�개발재원의�공급․��의������제�하���
������
-�총공적개발지원(Total�O��i�ial�Support��or�Sustaina�le�Development���TOSSD)�
등�ODA��������개발�������로�����제�지원��적의����공적�개발재
원��포함함(정지원�외��2018��22)�
-�2018��이후�OECD��ODA��정����기�의�순지출(�rant�Element)���증여
등가액(�rant�Equivalent)��으로��변경(주유선��201���13)

∙ 총공적개발지원(Total� O��i�ial� Support� �or� Sustaina�le� Development� ��
TOSSD)�지������SD�s��제�하���공여국의�개발재원��원�확대
�-�TOSSD��기�의�ODA���������������민간재원등의�����주���금
�����포함하며������기��ODA의���인�������������기후변��
대응��인권��국제이주����������등의�����포�하��재원��의미(정지원�외��
2018��32)��

□ 개발협력 전략에서 국익(national interest)의 부상4)
∙ ��� OECD� DAC� �원국� ��으로� 개발��정��� 국익�� ��하�� 경�이�
대����있음
-�2017��11��OECD�DAC��가������의����‘이�주의���국익으로(�rom�
Altruism�to��ational�Interest)’���제�의���이�상정
-�이��2008��경제�기�이후�선��공여국�이�개발�������확대하기������
점��개�국��대���금�������외��금액의���이�증가하���개발�����
민간�부문의����이������점�등��반영함
- 이�� ��� 국익�� 개발���� ��하�� ��으로� 민간부문개발(private� se�tor�
development)의�����부상

4) 이 부분은 한국수출입은행(2017c)의 내용을 기초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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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기� ��� 개발������ ����� �해� �����
기�을������������명시(한국수출입은행,�2017c:3-5)
-�2013�����제시��개발�������1)��대���감축,�2)�����한��용��성장,�
3)�해���������기���성공���선언
-�����개발���개�국���기�을��한�����성�개선��을������하��투자
���개선��PSD���을�집중하고,���������기�������기�을����활용
하���을���������함

∙ �국은�2015��11������������하���‘국�����������제�해결’을�
����제시하고,��������������함��국�을������시��수�있어야�
함을��명��함(한국수출입은행,�2017c:3-5)
-�PSD���해�개발����������공����추����한�시�������기대
-�자국��������공�������을��한�시장개척,�상품개발,����국��투자�
������집중,����������을��해�개�국��시장�제��활성�����추진

그림 2-3 | 영국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부분의 역할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7c)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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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사회의 국토ㆍ도시부문 개발협력 추이
□ 국토ㆍ도시부문의 중요성 증대
∙ 2030��아����전�하���제�����������도시��의����이�크
��부각되었으며��이��각���제�의���반영됨
∙ 도시��빈곤��기아��기��화����하고��하��전��계���������이�
아���지속가능������구�하기������이���������인식
∙ ���도시����제협약����이��������프레임워크(201�)��아디스아
���행동계획(201�)��지속가능발전목표(201�)��기��화�파리협약(201�)��
����도시의제(2016)��이어짐

□ 국토ㆍ도시부문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
∙ ��이��������프레임워크��������������이��계��의�역할
���임��명시하고������지이����도시계획�������구체화
∙ 아디스아���행동계획���지속가능��제고����������발����모색하
고�����지속가능발전�����인프�의�����강조
∙ 2030�지속가능�발의제���지속가능발전목표�17���제시하였으며�����’지
속가능��도시��공동체“가�11��목표��명시됨
∙ 파리�기��화�협����전��계가��발����가스��������약속하였으며��
도시�부의�역할�강조
∙ ����도시의제���“모������도시��조�이�지속가능�����구�������
��임��인식하고�지속가능�도시화����������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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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 국토ㆍ도시부문 국제협약 주요 내용
주요협약

연도

발표

내용

센다이
프레임워크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2015년
3월

유엔
재해경감
기구

∙ 지방정부, 민간분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재해경감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인정
∙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의 역할, 건축법(building codes), 환경
자원 관리 법규 제정의 중요성 강조
∙ 프레임워크 실행 지원을 위해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및 기타
관련된 지방정부기관의 역할 강조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
Addis Ababa
Action Agenda

2015년
7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년
9월

파리 협정
Paris
2015년
Agreement on
12월
Climate Change

새로운 도시의제
New Urban
Agenda

2016년
10월

제3차
개발재원
총회

2015
유엔총회

유엔
기후변화
회의

유엔
해비타트

∙ 글로벌 지속가능 아젠다 지원을 위한 신(新)금융구조 필요성 강조
∙ 개발도상국 인프라 시설 확충에 필요한 연간 1~1.5조 달러 확보
∙ 지방정부의 역할 및 국내공공재원, 국내민간재원, 해외민간재원,
해외개발협력의 필요성 강조
∙ MDGs와 달리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빈곤 근절, 보편
초등 및 중등교육 확대 등을 위한 목표 수립
∙ 목표 11에서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을 계획
∙ 목표 11에서는 개발 및 도시가 전 세계로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도시화의 중요성을 최초로 인식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34개
통계지표 중 대부분은 도시 차원이며, 전체지표 중 1/3은
국가수준보다는 지역수준에서 측정

∙ 전 세계 기후 상승을 1.5~2°C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의 온실가스배출수준을 감소를 약속
∙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협정거부로 인해 파리협정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지역 수준에서의 행동의
중요성을 나타낸 협약으로 평가
∙ 일부 과학자들은 전체 탄소배출량의 70% 이상 도시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생산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감안하면 훨씬 이상일
것으로 예상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20년 비전 계획
∙ SDGs의 목표 11 이행을 위한 기존 3개 협정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대응, 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도시의
역할 증대를 목표
∙ 컴팩트시티(Compact cities), 다중심적개발(polycentric
growth), 대중교통중심(transit-oriented) 개발, 공공공간의
확보 등을 강조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각과 정치적
이행을 촉구

자료: UNESCAP(2019b) 34-35쪽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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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 국토ㆍ도시부문 국제협약 흐름

자료: UNESCAP(2019b) 35쪽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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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국제기구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추진동향

1. 유엔 해비타트
1) 배경 및 동향
□ 유엔 해비타트(UN-Habitat)는 유엔기구 내 인간 정주 및 도시 분야를 관장하는 최고
기구로 해비타트 회의를 통해 인간정주 및 도시화 이슈에 대한 글로벌 의제를 주도
∙ �����������적��경적���지�����도시����������목적
���설립����������(1978��설립)
∙ ���������20���주���개최�������도시�제�������국제적
��도시�������제시�
�������I��76������벤쿠버�������II������이스탄불�������Ⅲ��
2016����도�������개최

∙ 시��������주���도시�������이��이�����������������
‘주거권’���‘도시권’���이��������옴(����외��2016�18)�
□ 유엔 해비타트는 2016년 해비타트Ⅲ 대회를 통해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여 글로벌 도시정책의 방향을 제시
∙ ���� 도시�제�� 지�����목�� 11�� ������ �������� 제시
�������지님
∙ ‘�������도시’��주제��지�����도시����������적�포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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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확대������보전����전략����제시
□ ｢새로운 도시의제｣ 채택 이후 이의 이행을 위해 기관 차원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도시정책 프로그램 구축 등의 활동 추진
∙ 「전략계획(��ra�egic��lan�2020-25)������������������A�����위
�����������원���기��목표로�2019��5��제1����������총
�������(��-�a�i�a���2018)
∙ �������i�ie��Alliance�������도시���프로그램(na�ional��r�an�polic��
programme)����하���������도시���수���지원
□ 또한 SDGs 11 및 NUA 이행 여부를 연차보고서(Annual Progress Report) 발간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 ���������A���������도시번영지수(�i����ro�peri���Index)��도시��
����수���수����도���제공하고��표�화��지표�������제공�

2) 「전략계획 2020-25」의 주요 내용
□ 유엔 해비타트 「전략계획 2020-25」 는 SDGs 기본원칙과 목표를 준수하는 것을 명시
하고 있음
∙ (기본원칙)������������“lea�ing�no�one�i���e�ind��(��도����지�않
��것)��제시하고����
∙ (사업목표)� “���� �화�� ���로��� 지���� 도시화�� (����aina�le�
�r�ani�a�ion� i�� a� ad�anced� a�� a� dri�er� o�� de�elopmen�� and� peace� �o�
impro�e�li�ing�condi�ion���o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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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전략 계획 2020-2025」 추진전략
구분

도시 및
농촌지역
에서의
빈곤 및
불평등
감소

도시 및
지역의
공동번영
강화

기후변화
대응강화
및
도시환경
개선

효과적인
도시위기
대응 및
예방

결과
1. 기본 서비스로의 평등하고
증대된 접근성, 지속가능한
이동수단 및 공공 공간

SDGs 및 NUA 관련성

UN 협력기구

SDGs 1, 3, 4, 6, 9, 10, 11
NUA 29,30, 34, 37, 74 문단

UNICEF, UN-Women,
UNEP, UN 마약범죄사무소

2. 토지와 적정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 강화

SDGs 1,2,5, 11
NUA 35 문단

3. 효과적인 거주지 성장 및
재생

SDGs 4,6,11,16
NUA 38 문단

1. 공간적인 연결성 및 생산성
향상
2. 지방 재정수입 증가 및
공평한 분배

1.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대기
질 개선
2. 자원의 효율성 향상 및
생태자원 보호

SDGs 1,2,8,9,11,12,14
NUA 49, 51, 52 문단
SDGs 8, 11, 17
NUA 67, 75 문단
SDGs 5,7, 8,9,13, 17
NUA 66 문단
SDGs 3, 11, 13
NUA 67, 75문단
SDGs 6,7,8,11,12,13,14,15
NUA 68,69,70,71, 72,73 문단

3.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회 및
인프라의 효과적인 적응

SDGs 9,11, 13
NUA 77,78, 79 문단

1. 사회적 통합 향상 및
포용적인 공동체

SDGs 9,10,11, 16
NUA 33, 40, 77, 78 문단

2. 이민자, 난민 등의 생활수준
향상 및 포용

SDGs 1,5,8,10, 11
NUA 29,30, 35 문단

3. 건조 환경 및 인프라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향상

SDGs 9,11,13,16
NUA 77, 78 문단

3. 첨단 기술 및 혁신의 확대

세계은행
UN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
UNESCO, UN
자본개발기금(UNCDF),
국제이주기구(IOM),
세계은행
UNDP, UNIDO, ILO,
IOM
UNCDF, IOM
국제전기통신연합,
유엔혁신네트워크
UNEP
UNEP, FAO
UN 재해위험경감사무소,
기후변화에 대한 UN
기본협약
UNHCR, 평화유지사업부,
정치평화국, IOM, UNDP,
UNICEF, 인도주의 조정국,
인권고등판무관실
UNHCR, IOM,
인도주의조정국, UNDP,
UNICEF
UNDP,
유엔재해위험감소사무소,
세계은행

자료: UN-Habitat(2019: 10-3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추진전략으로 4개의 변화의 영역(domains of change)을 제안하고 있으며, 각 변화의
영역에 따른 기대, SDGs 및 NUA 이행여부, 주요 협력기구 등을 제시
∙ 4개���화����������������������������������감소��
����������������강화�������화����강화��������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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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방��으���성�
������������������3�����하고�있으며��거주환경��이동성��지방재
정��환경�보호��포용성����강조하고�있음(��3���참고).
��이����4����������주�별���������������규정하고����별��
������������������������
그림 3-1 | 「전략 계획 2020-2025」 주요 내용 및 구조

자료: UN-Habitat(2019: 32)

∙ ��4����������������하��연계(interlinked)되며��상호보완적이
며����적�����하고�있으며���적�포용�측면����주������정��
��(��적�포용�측면)���������인권��성별��어린이�����������적�포용관
�������되��������계����������별����적��������잡아
�����강조���������������“인권”����강조하���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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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주제영역)�회���������공통주제영역으����하�����������의�
����������������보호하고�����������식��

3)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NUPP) 추진
□ UN Habitat는 OECD, Cities Alliance와 함께 「의제」 이행을 위한 국가도시정책 프
로그램(National Urban Policy Programme: NUPP) 도입
∙ ｢제2�� 국������� ��� 국제회의｣(2������� ���� 파리)�� 통하�� ��
������공식화
∙ 국���������국���������의�파�����보하��지�����구
�하고�있으며��국��구���지식교류��역��화��의���������중

그림 3-2 | NUPP 활동의 핵심내용

자료: UN Habitat, OECD, Cities Alliance. 2017. The National Urban Policy Programme :
Implementing the New Urban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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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도시정책(NUP)을 「의제」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보고 개도국의 국가도시
정책 수립, 지식공유, 역량강화 등을 위한 글로벌 지원체제 구축
∙ NUPP����������구축��지식강화��역량개발��NUP������모니터링��
개����지원���������추��중
∙ ������� NUP�� ��� ������ 개최�� NUP� ������ ��� 모니터
링������NUP�������지원��역량강화��지식��������추��예정
∙ NUP�������������������(2018)��������������������N��������U�����P������
(2018)�������정���������발간

2. 세계은행
1) 배경 및 동향
□ 세계은행은 전 세계의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다
자개발은행으로, 최근 빈곤 퇴치와 더불어 보건, 교육, 환경 등 사회개발 분야 지원 확대
∙ ���������������합�(UN)����������원���지원하��효율
�인�개발�����������구축
□ 세계은행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관의 핵심 목표와 연계하고 유엔과 파트너쉽
을 강화를 통해 이의 이행을 지원
∙ ��������������������지���발��������정�하��부합
하������인식
�����������지�������빈곤종식��������추구(8����������하
���1��0��하�������빈곤�하������2030��지���������설정)
��지���발����1�����역��빈곤종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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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과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UN-WBG
Strategic Partnership Framework) 구축
∙ 세계����유���지�����������������기����력����하��
����������력����설정�2018�����18)
∙ �1)��������지�������������������재정��지원��2)�기후
����������실천����)��도��지원������연계������������평
����구축����)���������실현
□ 세계은행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점검을 위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매년 기관의 역
할을 재확인
∙ 세계����지���������������기��������1)�재정지원���2)�
����구축����)���지원�서����있음
∙ ｢��e��u��a�na��e��e�e�op�en��Agenda�and���e��or�d��an��Group｣��매
����하��17������������������점검

2) 세계은행의 국토ㆍ도시부문 전략
□ 세계은행은 대표적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는 Twin Goals(절대 빈곤 종식, 번영의 증진)
에 따라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고, 생산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화를 지원
∙ �력���도��계������세계�������도��������기���유지하면서�
����������������하�����������있도��지원
∙ 도���������세계��������COP21��COP22�기�����기후���
����������도움
∙ 세계�������2016����도�����서������������������서�
채택����e���r�an�Agenda����하기����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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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원의����촉진������원�동원��������"����
도시의제"의�����지원하����속�
□ 세계은행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개발, 재해위험 관리,
국토 및 농촌개발 분야별 목표 수립
∙ 도시���분야������11������도시의제���추��도시계획��서비스��제도�
관������������정���추진
∙ �����관리�분야������원의����서�����고려
표 3-2 | 세계은행 재해위험 관리 분야 전략
목표

전략

모든 차원의
개발에서
회복력 고려

1. 적응금융 촉진
2. 주류화된 전체 정부
프로그램 접근방식 추진
3. 적응과 회복력에 대한
전지구적 진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고
추적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등급 시스템 개발

∙
∙
∙
∙
∙
∙

운영계획

재해위험 관리 과학 혁신 / ∙ 회복탄력적인 인프라 추진
도시의 회복력 증진
수력발전 서비스 및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금융 보호 강화 / ∙ 사회적 회복력 구축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
기존 및 새롭게 부상하는 리스크를 충족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 보장
∙ 회복탄력적인 복구 지원

자료: 세계은행 재해위험 관리 전략,
https://www.worldbank.org/en/topic/disasterriskmanagement/overview#2 (최종접속일:
2019.11.1.)

∙ ����������분야���가가������의������지��������인정하도
��지원하고�����������하��하���지��서비스���인������촉진
����������달성하��������������������계��동�의�����증가시
�������계�인����추진
�����부문��지��정부��시���������지���지������������하��성장
��가속화하고��지�����창출��������분����의��결정��도시�관리�����변
화����������도���가��지원
��2030��지��지���������������가�의��속���화하고��원��동원
하�������an��2030�����a��Initiative”���비하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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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 11과 ｢새로운 도시의제｣ 달성을 위하여 세계은행은 도시개발 분야 3가지 전략
우선순위와 6가지 사업 분야 선정5)
∙ 3�������｢����도시의제｣ 재정지원�����도����토���촉진��기후
�����재��������도시�����증진
∙ 6���������도시경제�성장��도시����포용��도시�������서비스��저
��������토지��도시관리/�����거버넌스��도시환경
표 3-3 | 세계은행 도시부문 전략과 세부내용
전략

내용

세부내용

｢새로운
도시의제｣
재정지원

∙ 민간 및 상업 금융을
비롯한 여러 출처에서
금융에 대한 접근성
강화 지원

∙ City Credit worthiness Initiative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실적을 강화하고, 국가보증이 없는 국내/지역
자본시장 진출 지원

개발발도상국
국토개발 촉진

��

기후변화 및
재해위험에
대한 도시
회복력 증진

∙ 도시에서 시민과 기업을
서로 더 연계하여
생산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집약 경제를 활용

∙ 적절한 인프라 부족
문제, 토지이용 계획 및
건축 법규로 인한 도시
거주자 위험 증가에
대응

∙ 동아시아 및 태평양 도시에 대하여 경제, 공간, 사회적
측면을 통합하면서 계획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법을 통해
포괄적이고 공정한 도시 성장을 보장하도록 장려
∙ 아프리카의 도시에 대하여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토지 시장을 개혁함으로써 아프리카 도시의
사람들과 기업들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
가속화, 일자리 추가, 도시 경쟁력 향상 추진

∙ Cities Resilience Program (CRP, 도시회복력 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및 재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더 안전하고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 마련 추진

∙ 세계은행의 Global Platform for Sustainable Cities
(GPSC)는 11개국의 28개 도시와 제휴하여 Global
Environment Facility(GEF)로부터 1억5100만
달러를 지원 받음

자료: https://www.worldbank.org/en/topic/sustainable-communities#2, (최종접속일: 2019.11.1.)

5) https://www.worldbank.org/en/topic/sustainable-communities#2 최종접속일: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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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개발은행(ADB)
1) 배경 및 동향
□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내 개발도상
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 1963���시��극동경제위원회(ECAFE:�시����경제사회위원회��전신)�
��회����제안되고,�1965��12�������������설���정��조인,�
1966�� 12�� �동�� 개시함(�제개���� ���� �����:����������a�����
c������c��a���2206662��212�최종접속일:�2019�11�1)�
∙ 회원���대��대출,�기술원조,����조사,��정��로����대������주요
�동으로�함
□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대응을 기관의 핵심
과제로 설정
∙ �시������시인������1950�대����20%���2018������48%로�
����으며�������속�����예상(A��,�2018:�8)�
∙ �시�����������시��������고������������고�있으며,�
�시�기�시설�부족,�기�����부���으로������직면
□ 아시아개발은행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기관의 전략계획은 ｢전략 2030｣
작성(2018년)
∙ ｢전�� 2030(Ac�i��i��� a� P���������,� ��c���i��,� ���i�i���,� a���
����ai�a����A�ia�a�������Pacific)｣��기��전��사����전���위��전��
∙ �속���전��� �� 일��� ������� ���고� ���� �기�� ����
대��기�위���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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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2030｣의 주요 내용6)
□ (비전) 풍요롭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아시아 태평양
□ 추진전략
∙ ���������������∙ �성����제고
∙ 기����대응�����회복성��������성�제고
∙ �기�������만들기��a�i����i�ie�����e�livable)�
∙ �����������성�
∙ �������제����������∙ ����������촉진
그림 3- 3 | ADB 비전 및 전략

자료: ADB(2018: 10)

6) ADB(2018:10)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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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 ADB 2030 이행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

자료: ADB(2018: 14)

3) 아시아개발은행의 국토ㆍ도시부문 전략
□ ｢전략 2030｣은 7개의 핵심분야 중 하나라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를 제시하고 그 구
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안
∙ ����발������적��������발���������고����국토ㆍ도
�������적��������해당함
□ ｢전략 2030｣은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 영역에 네 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함
∙ ��적�해�������������발����건강��이동성��성적�평등��환경성
���고�고������적������발굴��추진
∙ 재�지원�����적��재�지원���해�����재원(재산세���용��등)���새
���재원(채권������등)��발굴�지원
∙ 포용적����적�도������지������������적��도��������지
원��도����������������������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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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회복력�제고�����관리�강화���도시����������화��
��관리������고��강화���������������강화������강화
□ ｢전략 2030 운영계획(STRATEGY 2030 Operational Plan)｣은 국토ㆍ도시부문의
세부전략 제시
∙ 도시���� ���� ������ (1) 도시��� ���� ��� �� ���� 제고��
(�)�도시�����������강화��(3) 도시환경�����화�회복력�����관리�
���강화�제시

표 3-4 | ADB의 Strategy 2030 도시부문(Making cities more livable) 운영계획
전략적 우선순위

1. 도시지역 서비스 품질
및 접근성 제고

2. 도시계획 및
재정건전성 강화

3. 도시환경, 기후변화
회복력, 재난관리
역량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 운영계획
도시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 설립
통합적 도시 개발 촉진.
정책 개혁, 역량 개발, 제도 강화 및 지식 관리 결합
파일럿을 개발하고 최신 기술로 도약
스마트 도시 계획을 준비하고 이행
도시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현지화 및 구현 지원
도시 지역의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입증된 디지털 기술 사용 확대
물 보안 및 적절한 폐기물 관리 보장
에너지 보안 제공 / ∙ 대중교통 이용 증진
사회 복지 서비스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통해 빈곤층 및 포용적 도시
조성 지원

통합적 도시 계획 준비 / ∙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계획 지원
다양한 도시 카테고리에 대해 차별화된 접근 방식 사용
도시가 내부 재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토지 기반 금융 지원 / ∙ 혁신적인 외부 자금 조달원 개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개발하기 위해 유틸리티 및 서비스 제공업체 지원
유틸리티의 도시 거버넌스 개선 지원

환경 개선 프로젝트 지원 / ∙ ADB 운영에서 에너지 효율 증진
위험관리를 고려한 토지이용 관리 지원
순환 경제 관행 장려 / ∙ 자연 기반 솔루션 채택
탄력적인 도시 조성 지원 / ∙ 재난 대비 및 비상 대응 계획 강화
국가가 결정한 기부금을 현지화 할 수 있도록 도시 지원
도시 인프라 회복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

자료: https://www.adb.org/about/strategy-2030-operational-priorities (최종접속일: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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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1) 배경 및 동향
□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개발 및 지
역 내 국가 간 또는 지역 외 국가 간의 경제적 관계 및 유지 강화를 위해 1947년 설립
∙ 국제연합�UN)� 경제사회�사회��하의� 5개� 지역위원회� �� 하��� 아시아·태
���지역의�����지원,�국제무역�촉진,�경제·사회�조사������개발정책연
구,�환경과�지속개발�������역���수행
∙ UNESCAP��53개�회원국�����������정부���������경제,�사회,�
환경��발전��위������통해�역��������기��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UNESCAP은 SDGs 이행에 전략적 초점을
맞추어, 지역 개발 및 통합을 통해 공유된 취약성, 연결성, 금융협력 등을 강화
∙ 아시아·태���경제사회위원회��지역������의�������하기�위��회
원국의�제도��역�강���강조하며,����위해���기����정부기�과�협력
∙ 8개의�������정하����������조��������발전��위��거시경제
정책���재정,���무역,�투자,�혁신,���교통,���통계,���사회발전,���환경과�
발전,���ICT��재해위험경감,�����지�
∙ 도시부문�����n�development)��‘환경과�발전’의���부����구����있음

2) UNESCAP의 SDGs 대응
□ SDGs 대응을 위한 UNESCAP 결의안 채택(E/ESCAP/RES/72/6)과 이행지원
∙ “아시아태���지역�｢��3��의제｣ �과���행��위��기여”����하���음�
사������지원��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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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년�최�����
제안����제공
���시�����지��20�0��제������������제공
���시�����지���원����20�0��제������������지원
������������������������������원���������지원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내 대화와 진행과정을 주도
∙ 지����������������������������������or���o�����t������e�
�e�e�op�e�t�(�����)�개최�(���6��개최됨)
�����지��������������개최�/��������ee�����개최�(2016/17년)

∙ ｢���������t�e��������������ro�re���Report｣��������시�����지��
����������������지���제시����지���������제�제안
그림 3- 5 | UNESCAP의 역내 SDGs 이행 평가

자료: UNESCAP(2019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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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ESCAP의 국토ㆍ도시부문 전략
□ UN Habitat 등과 공동으로 Asia Pacific Urban Forum(APUF)을 개최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속가능 도시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노력 고취
∙ 제7�� APUF�� 2019�� 10�� 15-17일� ��이시아� 페���� 개최되었으며��
��2�����참석
∙ 아시아����� 도시의� 미래(Future� of� Asia� an�� Pacific� Cities:�
Transformative� Pathwa�s� to� Achieve� the� 20�0� Agen�a� for� Sustaina�le�
Development)를��제��SDGs의�이��������논의
□ APUF7의 결과물이자 도시부문 SDGs 이행수단으로 ‘지속가능도시화를 위한 페낭
플랫폼(Penang Platform for Sustainable Urbanization, PPSU)’ 구축
∙ PPSU�������SDGs����UA�이������아시아·����지��도시관리의�
����������1���(2019-202�)�����‘CITI‘를�제안(APUF�7�홈페
이지��https://www.apuf7.org/initiatives/ppsu��최종접속일:�2019.11.20)
-�CITI��협력(Colla�orate)��통합(Integrate)��변혁(Transform)��증가(Increase)를�
의미��
표 3-5 | ｢페낭 지속가능한 도시화 플랫폼(PSSU)｣ 주요 목표
구분

주요 내용

협력(Collaborate)

∙ 10개 이상의 도시에서 통합되고 지속가능한 도시솔루션 구현을 가속화

통합(Integrate)
변혁(Transform)
증가(Increase)

∙ 지역 내 도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혁신적인 도구, 모델,
연구 및 모범사례 활용

∙ 지역 수준의 솔루션 강화를 위한 촉매자금 활용을 위한 기존자원에의 접근
및 새로운 파트너십 강화
∙ 정책 및 예산 활성화를 통해 지역차원의 지속가능한 도시화 추진을 위한
정치적 의지 강화

자료: https://www.apuf7.org/initiatives/ppsu 참고하여 저자 작성 (최종접속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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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 이��� ��� 다��� ��� 4�의� �����
����li�i�n����willing”(의지연합)��이������

표 3-6 | 페낭 지속가능한 도시화 플랫폼 역점 분야
구분
선정된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
구체화 및 실행(프로그램)
혁신적인 지역금융 매커니즘을
통한 촉매자금에의 접근(금융)
아시아·태평양 도시 모델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 제공
(기술지원 및 역량개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솔루션 관련
교류와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연구 장려
(연구 및 홍보)

주요 내용

∙ 플랫폼 회원국들은 선정된 도시들과 함께 협력하여 맞춤형
도시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조화, 단순화 및 조정 등을 수행
∙ 이를 통해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

∙ 도시와 지역사회를 공공 및 민간자금과 연결하여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증진
∙ 벤처 자선 네트워크, 혼합 금융 등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 매커니즘과
수단을 활용

∙ 아시아·태평양 도시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우선순위 모델, 사례 등을 조정
∙ 기술 및 역량강화를 위해 회원국 간 글로벌 사례 및 모델을 개발
∙ 도시와 협력하여 자료(증거)와 실제가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우선순위 분야를 파악하고 파일럿 스터디, 연구, 교류 등을 통해
차이를 공유

자료: https://www.apuf7.org/initiatives/ppsu(최종접속일: 2019.11.20.) 참고하여 저자 작성

5. 종합 및 시사점
□ 국토⋅도시는 SDGs 및 국제기구 전략에 있어 단순히 하나의 부문이 아닌 지향해야 할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
∙ ‘지�가��도시화’는�국제��가�지��는�‘가치’이며��이�����도시계획⋅
도시법⋅도시����의�제도적����적�����보��의�중
∙ 국���도�������������국토⋅도시������의������보��보다는�
지�����가치�����는�적�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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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있����수��의��������발전����������
�����������������필요
□ 도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주요 국제
기구들은 국토ㆍ도시분야의 전략을 별도로 세우고 있음
∙ ��� ���이� ����� 계획�� ��� �����분�의� 계획/전��� ��로�
수립�고�있음
∙ ����발�행������7���점분������로�설정되��세부계획이�수립
되었으며��세계�행��17��S��s�����전���UNESSCAP��8��핵심분
�의�����‘����발전’의���분�로�설정
∙ ������련�UN�협약(��이�프레임워크��2030의제���로����의제�등)
의���로��발협���있����분���요�이���되고�있음�
□ 주요 국제기구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관의 핵심목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집
행하기 위한 실천수단을 마련
∙ ���������｢전�계획�2020-2015｣������발�행��｢전��2030｣��
마련�������발전������의���로�수용��세계�행��S��s���세부
����������실천전��마련
∙ �����������발전����실천��수�있��실천수단(플랫폼��이니셔티
브)��마련�고�����정부����계��의�����진�
-� ��� ����의� ｢����정�� 프로그램｣�� 세계�행의� Cit��Cre�it�worthiness��
�niti�ti�e�Cities��esi�ien�e�Pro�r����UNESCAP의������������플랫폼�등

∙ ����발전������의�����이����������의��정��이�되고�
있음
-��������니��������으로�����발전�������고�이의�진행상황
��점검(UNESCAP�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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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ㆍ도시분야 개발협력에 있어서 제도 구축, 역량강화 활동의 중요성 증대
∙ 유�� ������ ｢�가��정�� 프로그램｣�� �표적으로� ������ ����
���구축����강���지원하��프로그램으로���������지속가능발전목
표�������적��������보여줌
∙ UNESCAP��｢���지속가능�����플랫폼｣ �����������������
강조하�� 있으며�� ��� �진�� ��� 정보교류�� 우���� 공유�� 자원개발��
����추진
∙ ���������개발����전통적으로��프��개발������크지만�����
있����공�적�통합적������������적�����강조
□ 국토ㆍ도시부문은 간부문적(inter-sectoral)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참여적, 통합적,
혁신적 프로그램 발굴 추진
∙ ��������������������������가지��있으며��그�자�로�
���적������강함
∙ 프로���발굴��있����여����������프로����우선하며��통합적��
참여적��������적�����강조함
∙ �로���원��발굴����������활용�������적용��������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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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정책기조

1.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 흐름
1) OECD DAC 가입 이전(-2009)
□ 1960-70년대 한국은 원조 수원국으로서 선진 공여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경제적 지원
을 받는 한편 외교안보차원에서 소규모 원조사업을 추진
∙ ��������국����국제�구������지원���연수��초청사업��전���
���사업����수행하�����제�������개발��국������수���
��하��� �차� ������ ��한� 원�사업� 확대(한국국제협력단��
2008:407)
�� 1963�� �국� USAID��지원��� 개발��국� 연수�� 초청�사업� 운영시작��

1965��������원������초청사업�수행
��1967��전�����사업��시작하�����������
���한��������������차지하������한����������차지하

����������지�������원�사업�전개
□ 1980년대 들어 원조사업의 채널과 형태가 보다 다양화되기 시작
∙ 1982��한국개발연구원(KDI)��개발��국�����사��초청�����개발����
��하��국제개발연찬사업(I�������������D���������������������������)�시작
(한국국제협력단��200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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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년�건설부�����건설기술�용역사업,���부����업��원�건립���
�용��로���시작�
∙ 1987년� 개발도�국��대�� ���� ���원�� 위�� 3,000�� 원�� ��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EDCF)��설립
□ 1990년대 들어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을 설립, 개도국에 대한 본격적인 원조제공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세계화와 보편윤리, 인도주의적 원조 등이 강조되기 시작
∙ KOICA��설립으로�����건설부,���기술부�����부������되��실시
����기술원조,�����사업��이����으로���되기�시작하였으며,�이
�����원조사업����������이�제고됨
∙ ��정부�시기(1993-1997)�ODA��������국정�������위��수단으로�
�용되었으며�빈곤퇴치,�������개발,��여��개발�������원조��이�
도입됨
∙ 국���정부시기(1998-2002)���이��시기������������도����
원조��강조되었으며,�시�사회�������이�강조되���원조�������
����������하기�시작함

2) OECD DAC 가입에서 SDGs 체제 이전(2010-2015)
□ 2010년 OECD DAC 가입을 계기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ODA 추진체
계를 개선하고 국제원조 규범을 도입
∙ 2010년���OECD국제개발위원회(DAC)��24���회원국이�되었으며,�2011년�
부����개발원조�회����������개발��위���로���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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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천년개발목표(������������������������a��������)���국제사���원조�
�모������원조�과��제고�����동����국제개발���선진��
∙ ���������동�����과��기���������원국�기����합���원조사업�
��을�위�����경��
∙ 2010년�1������정책������정������정책������원조�과��증진을�
위�� 국제개발��� 기��을� 제정�� 국����� 위원���� ��조정기���
국제개발��위원��설치
□ ODA의 체계화를 위해 국가전략으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 마련7)
∙ “����발전모������개�국���심��높고��국제사����선진국과�
개�국��� ����을� �� �� ��� ��� 위치”�을� �조���� 국제����
���원조��위��“�����개발전략”�����제기(�계���합동��2010a)
∙ (정책방향)�����국��합전략���원조��모��비율��통합�추진체계����
방����제시
��(원조�모��비율)������모��’15년�지������비�0.25%�����고�유����
원조�비율을�’15년�지��0��0�����유지
�� (통합추진체계)� 국제개발��위원�� �심��� 국�� �원�� 유���� 통합전략을�
���고��������정책���사업�조정

∙ (3��전략)�‘�원국��희망을��국제사���모범을��국����자긍심을’����
기��치����3��선진��전략�제시
��(개발콘텐츠)�����개발경험��사업기술��������체계����정��고����
유기�����계��원조모��마련
��(원조체제�개편)�유�������추진����기��원조체제��통합추진체제*��개편
������������원조�과��제고

7) 이하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2010a) 을 토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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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동�강화)��������국��상�����국�기구����등�국�원조�규��
���정�������하고��도��지원�강화

∙ (기반확대)��정��통���체계�구축����협력�강화���������력��체계
������등�국���협력�기반�확대�병행
∙ 국���협력�선�화�방안(2010)��통��26�국��중�협력국�선정��국별지원
���수립
- �리���� 원조���� 협력대상국�� ������ ����로� 고�하�� 지원규모��
중�협력������행계��등���체��로�정리��국�별�지원���수립�
-�아시아����선�중�지원기조��지���-�아프리카�����축��자립기반�확대��
중����-�중남미���리��모���대��������대����-�중동·�������지��등�
�수���고�하�������-��세아�아�등��원조��외국��통����모��구축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따라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년) 수립8)
∙ (기본방향)������������������본���������경���������
주����도국���본�����고���������동����기�하고�협력대상
국�������경�협력��계구축����로�함
-�경�����원���되��도로·항만·�력�등��수��프��구축��중���로�

지원
-� �도국�� �����요�� ��수요� ���� ��� �������협력�� 통��

�������고��주력
-� ��도상국� ��수요�� ��하�� 지원�� 확대하고�� ��� 대외정책수단

(통상·투자·조세·���등)����계��통��상�����기반���기��고�
안정���경�협력������구축��기��
∙ 지�별로��아시아�국���중��로�하되��아프리카·중남미�등��대��경협수요�
8) 이하 내용은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2010)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년)｣을 토대로 정리

60

확대� ��� 고�해� 지�지��� 다변화하고,� 분��로�� 개�국� 개�전략� ��
�선�����고��리���������지��분�������로�지��
∙ ����국��대��로���유·�����지�전략�수립,��������선정���
개선,�유·���������계�확대,��구�성������제고�����������
�다�효과��로�개편
∙ (전략목표)� 1)� �D��� �성��� 기여�� ��선� ��로� 하고,� ��대�국��
빈곤퇴치��지������전��추구,�2)��립�성�������정��지구��형성,�
�)�분쟁·�해����인���지�����화구����지���화���해��계�화��
���� 기여,� 4)� 환경·여성·인권·����� �� �분��� �편�� �치� 지향,�
5)�선진������추구�����������효�성�제고���해��리���ODA�
선진화�실현,��)����인�기여�������국�����프����제고�(제1��
국제개����기본계획,�2010)
□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2012) 수립9)
∙ (배경)��리����전경��분����해�ODA�프로그램����하여�추진방식까지�
추출⋅정리하여��리���ODA��효과성⋅효�성�제고�
∙ (개념)� �리���� �전경�과� ������ 토대로,� 수�국�� 수��� 여���
���로�빈곤퇴치⋅�립���확���지�����전��지�하기����국제개
����실천전략
∙ (�국��전경���특징)������전�지�����로�정����������과�
���전�����������대��특징�로�함
∙ (��� 프로그램)� �리���� �전경�과� ������ 대�� 분��� ���로�
�국형�ODA����하�������프로그램�수��로�정리,���4개�����대해�
159개�ODA�프로그램���구성

9) 이하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2012)을 토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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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의 영역별 프로그램 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2: 18)

3) SDGs 체제 성립 이후(2016-)
□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채택, 국내재정상황 악화로 인한 ODA 재원확보
제약 등 대내·외적인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
∙ ������ ���� ������ SDGs가� ������ ����� ODA� ����
SDGs������������가�필요해짐
∙ ������대�����증가���기후변화·�������������������대
��기����������요�증가
∙ �������������해�ODA������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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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6-2020년) 수립
∙ 제2�� �제���력� 기본계획�� ���� ������ �계�화� 기���� ���
�������있����D���������성기��������있음
∙ 기본�����1)������ODA��2)���있��ODA��3)�함����ODA��
기본�����제��
-�(�����ODA)�유·����조�������강화������력����조정��제2기�
���력���수립
-�(��있�� ODA)� ODA������ �정������� ODA사���사후관리��ODA�
��������강화�함
-�(함���� ODA)� ���� ���� ���� ����� ��� ������� �� ���
��화�����노력
표 4-1 | 제1·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주요내용 비교
∙
∙
∙
∙
∙
∙

제 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유·무상 통합추진기반 구축
Botton up 방식 사후적 조정
ODA 규모의 지속적 증가
ODA 평가 시스템 도입
시민단체·기업·학계 참여를 위한 제도마련
일반국민의 ODA 인식 제고

∙
∙
∙
∙
∙
∙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유·무상 간 통합전략 강화
Top down 방식 전략적 계획 수립
ODA 사업의 질적 제고
ODA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강화
참여를 통한 시너지 창출
세계시민으로서 ODA에 능동적 참여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0b, 2015) 제1차,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발췌 정리

□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국제사회에서 개발
협력 분야를 선도하는 중견공여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틀을 다질 계획임 (맹준
호, 2019)
�� 제3�� �제���력� 기본계획(2021-2025)�� ���제�� ���제��� 1)�
���력� ���계� ���� ��� ����� ���� 조성�� 2)� ���력� ��화�
�화���������사����기��강화��3)����력사����성�제������
사�관리� ��� ��� �� 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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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ㆍ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정책구조
1)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추진체계
□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추진체계는 총괄 및 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상원조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의 두 축으로 구성
그림 4-2 | 우리나라 개발협력 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관계부처 장관, 민간인사
실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위원: 관계부처 실국장, 민간

평가소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국

EDCF 운용위원회
위원장: 경제부총리

관계부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위원장: 외교부 차관

기획재정부
유상원조주관기관
다자원조 중 국제금융기구

외교부
무상원조주관기관
다자원조 중 UN·기타 기구

한국수출입은행
유상원조기금(EDCF) 운용

한국국제협력단
무상원조집행

자료: ODA Korea. www.odakorea.go.kr 일부를 최신 내용으로 수정(최종접속일: 2019.8.10.)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25명 내외의 관계부처 기관장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주요 정책을 총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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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ODA� �합�행계획� ��� 심의·조정함.� ����
지�하���������������하����소�����구성하고��사�국��
국�조정���설치
∙ 2015����ODA����확대����적�제고����협력�확대��통합적·체계적�지��
����구축�������사�����������자��하��제2��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수립
□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 주관기관으로 유상원조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총괄
∙ ���조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E�������� D����������� C�����������
F����� EDCF)의� 사���� �� 정��정�� ��� �계기�협의��� 소집하며��
대외경제���의�����통�������개발협력�정�수립����력��행사
∙ EDCF��한국수���행������집행�중
□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 무상원조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총괄
하고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주관함.
∙ �체� ���조� ��의� �� 80%�� 외��� �하� 한국국제협력단(K�����
I�������������D�����������A�������KOICA)��집행�
∙ ���조�����KOICA�외���40�개의�정������지자체����기����
����집행함.����들어��국��통���2017����10.5���의�����집행
하���체����조���의���0.7%��집행

2)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
□ 기획재정부의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
∙ 기획�정���개�국����성�����지�하��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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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개발협력사업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

S�a�����

P����a���KSP)��총괄
∙ 한국수출입은행�� 운�하�� EDCF�� 1987��� ���� 정책���로� ‘개발
도�국���업����경제발전��지원하고�������개도국���경제����
증진’(한국수출입은행��2017a)하��위해�����차���지원함��
�� 국토·도�� ��� 사업�� 전�� 사업�� ��� ���� 차지(��� 38%�� 수자원·위��
17%�등)

∙ KSP�� ���정��� 지���� 개발협력사업�로� 한국�� 개발협력��로�
차별���추구10)
��‘1)�수원국������맞춰서��2)�정책연구��자문��연수�등���한������해�제도�
구������������적�로�추구하고��3)��인����공�책�����하��위해�
���중�적�로�운영’(박명호��2016)
��총�415�건����사업�중�국토개발����49건(11�8%)�수행

□ 외교부의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
∙ �����하�한국국제협력�은�국별협력사업��글로벌연수사업��인도적지원사
업�등��프로그램��운영하���������원���80%��집행11)
��전������45%��차지하��국별협력사업�����개발협력�프로그램
��국토·도���문��별도로���하지�않음

□ 국토교통부의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
∙ 2013����국토�����SD����행���글로벌����������위해�자��
��원�사업�로�인프��ODA사업��운영�중

10) KSP 홈페이지, ksp.go.kr(최종접속일: 2019.8.10.)
11) KOICA 공식홈페이지 www.koica.go.kr(최종접속일: 201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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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사업�����플랜�수립��지원하��인프라����설�������설�
���������지원하��프로�트��인프라�지원사업��있음

∙ �������「해외건설�촉진법」���해�해외건설��업����지원하��해외
건설�����사업��운영
����사업������으로�해외건설����지정하��사업����하고�있으나�����
사업(예.�����수립사업)�����집행
����사업��원�사업으로����지�않으나��사업�용��있������F������사
업��정�지원사업������하��사��원�사업������가짐

∙ �������「해외건설�촉진법」����로�2009����해외건설사업�금융지
원�� ��� ���동��로� 글로벌인프라펀드(G������ I�������������� F�����
GIF)����하�����업��해외진���지원
��2018����해외인프라����지원�사��설립하��GIF�����으로�지정하였
고��2019������사업�����지원������해�3�원�����글로벌플랜트·건
설·��트��펀드�������진�중(�����합동��2019)
�����금��원�사업�����지�않으나��원�사업����사업��원으로�운용가능
표 4-2 |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주요 개발협력 프로그램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집행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개발연구원(경제·사회정책)
∙ 한국수출입은행(건설·인프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무역·투자)
∙ 한국국제협력단

∙ 직접 집행

∙ 해외건설협회

∙ 대외경제협력기금

프로그램명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 국별협력사업(프로젝트형/개발컨설팅)

∙ 인프라 ODA사업

∙ 해외건설 시장개척사업

∙ 글로벌인프라펀드(Global Infrastructure Fund: GIF)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Global Plant
Infrastructure Smart City Fund: PISF)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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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프로그램별 특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대응
1) 대외경제협력기금(EDCF)12)
□ EDCF의 개요
∙ ������기금��1987���������������������지원하��우
���������������������하기��하������정책기금
∙ ����원��중���원�����하��있으며,����54���������395
�������������15��9,008��원��원��금��지원
∙ 우�������������������������������하��중점지원
하며,�우�����������������집중지원

표 4-3 | EDCF의 지원대상 국가 및 지원분야
구분

지원대상국가

지원분야

내용
∙ '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이 연간 약 12,055달러 이하인 국가(세계은행
분류 상위중소득국 이하)중에서 GDP, 인구 규모가 적어 경혐잠재력이 미미한
국가 및 원리금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국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 또한 이들 국가들을 경협잠재력을 기준으로 중점국가와 일반국가로 분류하여
중점국가 중심으로 지원추진
∙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경제·사회 인프라부문
∙ 인간의 기초적 삶의 조건(Basic Human Needs)과 관련 있는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분야가 주요대상
∙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효과가 크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점지원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현지 필요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자료: EDCF 홈페이지(https://www.edcfkorea.go.kr)에서 정리(최종접속일: 2019.11.11.)

12) EDCF 공식홈페이지(www.edcfkorea.go.kr)(최종접속일: 2019.11.11), 한국수출입은행(2017b) 「EDCF 30
년사」를 토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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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CF의 시기별 운영기조
∙ EDCF����기���시기�로�제1기(1��7-1��7)��제2기(1���-200�)��제3
기(2010-201�)��제4기(2017-현재)로�구분(한국수출입은행(2017b)
-�제1기��EDCF�설������국제������시행기�����한�시기로��대외경제
��기����제정���경제�인����설�����로�������설정
-�제2기��대외�경�����EDCF����기�����한�시기로����F�외��기로�인
��5����정���재정������������������대한�������������
제���기��정비
표 4-4 | 시기별 EDCF 운영방향 및 제도
시기

1987-1997
국제개발협력
시행기반 마련

주요 대외적 변화
∙ 세계경제 침체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 KOICA 설립
∙ OECD 가입

EDCF 운영방향 및 제도 변화
∙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 수단의 하나로 EDCF 설립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 및 EDCF 재원 조성·확충
- 제도적 절차 마련 및 EDCF 사업평가제도 도입
∙ 전문성 강화 및 무상원조와의 연계지원체계 마련
∙ 종합개선망안 수립 및 지원제도 확충
∙ 구속성 원조 관련 OECD 규정 준수

∙ 기금출연 일시 중단, 지원제도 정비 및 기업 수주역량
∙ IMF 외환위기
강화수단 마련
1998-2009
∙ MDGs 체제의 등장
∙ ODA 규모 확대 및 질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EDCF 성장기반 확충 ∙ 국제개발협력
∙ 능동적 사업발굴체제 도입, EDCF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추진체계 확립
중기전략 수립, 사업평가제도 개선, MDB 협조체계 구축
∙ OECD DAC 가입
2010-2016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선진 지원체계 구축과 제정
국제위상 확립
∙ 개발금융의 부상
∙ 지속가능성의 부상
2017국제개발협력의
∙ SDGs 체제 등장
새로운 패러다임 주도

∙ EDCF 양적 확대 및 질적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 ODA 통합추진체계 내 유무상원조(KSP, KOICA)와 연계
강화, 국별 프로그램으로 통한 사업관리 체계 강화
∙ 프로그램 차관 및 민간협력을 위한 차관 도입, MDB와의
협력 활성화
∙ 세이프가드 도입 등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도입
∙ SDGs 기여, 개발재원 , 글로벌 연대의식 강화 등에 맞춰
EDCF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7b)을 토대로 저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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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계�� 선진��� 국제�� �상� �보�� ��� ��한� 시기로�� �ECD�
D�C�가입��따������계�����������가��실시하고���ECD��고��따
��EDCF���조�����하고��������������50%로�설정��EDCF��선
진����한�제도�추진
�� 제4기�� 국제������ �로�� ���임�� �도�� 수� 있도�� ���� 계획이며��
SDGs��계��등장����재������강조������강����한�������등�국제
사�������맞���영����설정�

□ EDCF의 SDGs 대응
∙ 2017��8���EDCF�30����기�하며��음으로�SDGs가�언급되며��SDGs
��EDCF�사업�추진����가�로�설정�(기획재정부��2017)
∙ SDGs�� EDCF� �장기� ������ �음�� �이� 반영(한국수출입은행��
2017�)�
① SDGs 가치를 반영한 사업 추진: 환경·사회가치의 주류화, 빈곤층과 취약층에 대한 지원 강화, 민간부문
성장 생태계 구축 지원
② 사업지원방식 다양화: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한 최적 금융협력, 맞춤형 금융 패키지, 지식협력 및
소프트웨어 연계
③ 연대를 통한 개발사업 확장: 수원국 주도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층위, 그룹과의 파트너십 심화, 양·다자
개발금융기관들과 리스크 분담 및 전문성 공유, 민간부문의 재원과 전문성 활용, 비전 달성을 위한
자원 확보

∙ ����EDCF����가���기업��사업수����국제조�시장�진출�기���맞
���있어��SDGs��제�이��실�������������으로�보임
��기�������사업은�2010�부���������가�있었으며��������사업은�가
시��사업이�부재�������������한�사업����한�도로��상하수도�����등
��사업은�기������사업이었음
��SDGs��사업���������하����은��정부��EDCF���영����반영��
�으로�보임

70

2) 한국국제협력단(KOICA)
□ KOICA의 시기별 운영기조 변화13)
∙ 1기(1991~2000)��무상원조���기�협력�사업����추진
��1991년�무상원조���기관으��설립되었으며���외사무소����개설��대�������
사업�수행을��한��지�기��마련
��1996년������가������우����개발경�을����공�원조사업�����추진

∙ 2기(2001~2010)�� ����(����������������������������)�이행��국제개발
협력�선진�원조기관으�������
���������을��한�국제���력����하며�우�����국제���상�제고��일조
��2000년대����������대�������������가����증가하였고��사업지역��파
트너����이�다각화
��2006년�11�����������대�����중�기��전���전략�제������『대외무상
원조�중기전략(2007년~2009년)』을�수립����개�국�����화��지속가능한�경
제���사회발전�지원����국가�이�지�제고���한�국익증진����대�개�국�우호협
력관계�증진�����국������하��선진원조��4대�전략�목표��선정하고�전략��
사업�추진�기�을�마련(한국국제협력단��2011)
��2005년�선����중을����협력대상국�수��127개���58개��축소
��2006년�한국국제협력단�중��지원�7개����선정

∙ 3기(2011�)������(�����������������������������)�이행��������사회
��가�����하��개발협력�대표기관으��기능
��국내·외�정부부처��공공기관��기업��학계����사회�������다각화��파트너십을�
�축하�� �다� ����� 개발협력사업을� 수행�으��� 지속가능개발목표(����)�

13)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koica_kr/853/subview.do)를 토대로 정리 (최종접속일: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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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하�����국�개발협력��표기관�����������평
화���영��������협력��ODA�추진
��2011����������ODA��경�화��발�추�������국제개발협력(ODA)��
����도���주도

□ KOICA의 SDGs 대응전략
∙ KOICA���D�������������목표��설정
��KOICA��전략����경영목표��전략�제��있������D�������기여하��것
����목표��제�하고�있음
표 4-5 | KOICA의 경영전략, 목표, 과제
전략방향

경영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촉진

중점협력국 SDGs
달성 기여

용합과 협업의
파트너쉽 선도

개발파트너십 재원
2배로 확대

상생의 개발협력
생태계 육성

역량있는 개발협력
인재2만 명 양성

사회적 가치중심
경영

전략과제

∙ SDGs 달성 전략과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
∙ 정부 개발정책 및 전략 연계 강화
∙ 개발협력사업 관리체계 내실화
∙ 민간 개발협력 활성화
∙ 글로벌 파트너십 다각화
∙ 혁신적 파트너십 강화

∙ 경쟁력 있는 개발협력 인재 양성
∙ 개발협력 인재 일자리 저변 확대
∙ 개발협력 지식 정보 개방 강화

∙ 책임 경영체제 확립
청렴도 1등급 달성
∙ 인권경영 실현
국민평가 S등급 달성
∙ 국민중심 열린 조직 운영

자료: KOICA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최종접속일: 2019.11.1.)

∙ KOICA�� �D��� ���� ��� 혁���� ��수����� 도입하고�� 기관개혁․
제도개�������것��계획
��(�D���주류화)�KOICA���기�전략��국���C��������전략����하��기관�
�����D���주류화�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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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여분야)�지속가능��포용적�성장��������������운동,�인적자원
개발과�제도적�역량강화,� 기후변화,�최빈국⋅분�� ��국����수����에� ���
국가에�대��지원�확대
-�(혁신적�사업수행방식)�ODA�����지��하여�����포�������개발재원과
��연대,�과학기술��개발협력사업��이행수�에��목�
-�(사업수행원칙)�지속가능성(sust�in��ilit�),�포용성(inclusiveness),��에�기���
��사업성과(��t����evi�ence���se��result)
-�(기�개혁���제도개선)�사업수행����가���내실화,��원확����역량강화,�외
���설���육성��통��사업수행���성�제고

∙ �O�CA�분야별�중기전략에�SD�s�이행전략���중적�����하고�이�����
사업발��추진
-��O�CA�분야별�중기전략�2016-2020’��국제���동�과�국가�원����방���
고려하고,��O�CA�중장기전략,�SD�s���화�전략���제2기�국별협력전략(CPS)��
��적���고려하여�수립
-�분야별�중기전략(2016-2020)��통��P�st-2015�개발�제�중���성과����확
립하고�지속가능개발목표(SD�s)��성에�기여하기����노력
-���분야��교육,�보건,�공공행정,�농촌개발,�물/교통에너지,�과학기술혁신,�기후
변화대응,�성���설정

∙ SD�s��성에�적�적���기여하기����5개���별�이니셔티브(�niti�tives)�
출범
-���포용적이고�지속가능��농촌�개발,��������보�����삶,����������
�전��삶,���기후�화적�개발,���과학기술혁신��통��포용적�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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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 KSP사업 개요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l�dg��S���ing�P��g�����KSP)은�한국��발전
경험���대��협력대�국��수���여������정책연구·자문·연수��수행
하는� 지����� 경제협력사업(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2015)
��협력국��제��구축(in��i�u�i�n�building)�����배양(�����i���building)��지원함
으���협력국��경제���사�발전��기여하는�사업으��한국��경제발전경험이라는�
고유한������기�으��함�
��기�������사업�는�����한국��고유한�경제적·사�적�경험��기���한�는�
�����국��개발협력사업�는��이��있��

∙ KSP는�기획재정부����부���사업����하고�있으며�사업���K����수
출입은행�����전문기�이���하여���하고�있��
��K���국제개발협력��는�2004년부��KSP�정책자문사업����하고�있으며��모듈
�사업은�K���국제정책대학원��국제기구�공동����사업���시������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담당�

□ KSP의 시기별 운영방향14)
∙ 태동기(2004년~2009년)�는� 협력국�� 확대하고�� �전�� 수�하는� �� KSP�
기�구축��기여함�
��KSP�정책자문사업은�2004년��������������개�국���협력대�국으��
시작하여����15개국��대�으����120개��제���한�자문��실시함(‘04년~’09년)�
��사업��기�는�지정학적������고�하여�아시아�지���중�으��협력국��선발
하였으나��2007년부�는�중동·아프리카·중���지�으�����확대�

14)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2015)을 주로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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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대�국�����확대되면서�KSP가�나���방향��목표��전��으��제시하고자�
제�1��KSP��기운��획��수립��KSP�비전��목표��국��지�전����전������
���정책수������괄�으��다��

∙ 2010년~2013년�KSP�가���기��지나����으��도���시기��사업��대
��확대되고������확대����화��도모함�
��기�의�정책자문사업����도�모�화사업��국제기��의�공��설����설하��
��사업�유���다양화시키고����개발협력사업�의����강조�
��(정책자문사업)�협력대�국�수가�15개국�서�35개국으��증가하였으며��KSP�사업의�
���� 확�으�� 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I�������������
D�������������ID)�설치
��(모�화�사업)�KSP�사업�수행�������화���������하고자�기획���국의�
경제발전�경���대�����인��수�정책사�����으��������정리가�필요
함���라�2009년�터�시행��KDI�국제정책대����수행�
��(공��설��사업)�2011년�도입���국의�경제발전�경���국제기��지��전문���
�목함으���협력대�국������설��제공���국�수�입�행��총괄��삼각협력
의�지식공유�모�으��자리�잡음.��
��(시스템�설��사업)�2013년�도입되었으며��국가���의�정책자문��제공하��기
�의�KSP����달리��협력대�국의�지식기반인프라(시스템)�����지�하기����
보다� ����고� ���인� �설�� 제공�� �국수�입�행�� 총괄하였으나(2013
년~15년)��������운영

∙ 2013년�������지�������없으나��KSP�사업의���화��도모하면서��
국제사����국정�가�지향하������시��강조하고��음�
��KSP�사업����하��‘지식공유’��‘�국정��정책방향’���시����시키고자�함.�
���기획�정���보도자료(‘19년�9��9일)�����KSP�사업����������의�
확산����경제협력의�촉진�����확�������기����함��강조함�
��‘경제협력’� �면�서�협력대�국의�정책�수립���제도��������라��리나라�
기업의��지진���������������력�확보����강조��고���국���경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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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국가�����사���연�하����������하������사
���트�����이원화(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17�����7���
���������정��������공한�이��EDCF�����재원��조�하�����개발�사
�����한�사���강조하��������사���������이��������강조��
표 4-6 | 시기별 KSP 운영방향 및 제도 변화
시기

2004-2009
태동기

�

대내외적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KSP 운영방향 및 제도 변화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 위주로 협력을 시작하였으나,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 협력대상국 확대
∙ 기존의 개발도상국 분만 아니라 중소득국과도 사업을 시작
∙ 제1차 KSP 중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KSP 사업에 대한 기반 구축

2010-2013
도약기

OECD DAC
가입

∙ 사업의 규모 대폭 확대, 사업유형의 다양화(모듈화사업, 국제기구와의
컨설팅 사업 등 추가)
∙ 관계부처와의 협업 강화를 통한 KSP 체계화

2013-현재
내실화

SDGs 체제
도입

∙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지식의 중요성 강조
∙ KSP 사업을 통한 경제협력 및 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등 강조
∙ EDCF 등 타 개발협력사업으로의 연계 등을 강조

자료: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2015),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2017) 토대로
저자 요약 및 작성

□ KSP의 SDGs 대응
∙ 기획재정부���D��������������사�������한�정����������
��하고�있지�않음���
������사�이��D���17�������‘지�가�발����한�이���������파트너
��강화’���강조하��지식공유��역량개발��파트너���부�한�고��식하고�있음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17��������
������사�이�‘지식’�������강조하고�있��������한국이�������가지고�
개발��사����한국��������가�가�한�개발���������지하고�있음
(정혁����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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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 ODA
□ 국토교통부의 개발협력 정책의 특징
∙ 국토교통부�� ���� ����정책�� �지고� 있지�� �지�� 해외건설진흥정
책��주�하고�있��간�적으���������계���있음
-�국토부��해외건설�진법��근�하여�｢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수�하고�있으며,�
���민간기업��해외진출��지원하��대책,�시책,�������지�적으��마련
-�해외건설�진법��‘해외건설�진흥�����국제����추진’��국토교통부��지원�
사�으���시하여�������해외건설��진흥�����수단으����하��법적근
��마련(해외건설�진법�제15���4)

∙ 국토부��������해외시��진출�시����������시������공공·민
간���단��진출�����마�����역할
-�사업������해����,��O��A,��D�����유·���원����계하고�공공��민간
������통��시����지원

∙ 국토부��2013�����해외건설진흥정책���계하여���지������수출전
�����으����원�사업������마�����사업�시작
-���국������마������수�해�주고,���사업�����기업���여��확대
하고��함(국토교통부,2014)
-�2017��사업����컨설팅,�시범사업,�기���지원,�기�전수���역�����으��
확대하여,�����｢����ODA사업｣으��변경(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92호)�

∙ 국토부��지����전����대������전������부족
-�국토부�����ODA�사업���부�지����전�������������있으며,�기
�사업���������변경���기�������적���으��보임
-����국토부�������련�정책��국���건설�업��지원하���������맞추
고�있기������으��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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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진흥 정책과 개발협력
∙ 국토부�� 2005�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하�� 국�� 건설기업��
해외진���지원
��제1��계획���해외건설�지원�계���방안����으���D��·��������공적금
������������제��설정(건설교통부��2005)
��제2��계획���해외��자����사업����활성�������D��자금활용�사업��
���지원��해외건설�지원외교������도국�공�원���연��������명시(국
토해양부��2010)
��제�3��계획���진�지����������MDB����자�������국����양자
�������명시(국토교통부��2015)

∙ ������해외건설진흥정�����으���해�고�있으며������으��활용
�고�있음
��2008��해외건설�지원���������으���D��지원���흥시������연계하
��사업타당성�조사�지원��모����추진��명시��2009��해외�자���사업타당성
조사(���)�지원�사업��시작
��타당성�조사��사업성��검토하고��조사�����활용하�������국��금�기����
MDB��자�추����건설���외교활��지원(국토교통부��2015)
���D�����금�����������������원조사업��해외건설진흥사업��연계하��
���추진

∙ 2010�����부���국���마�시�������������으��적��육성
하�����해외건설정������제��설정
��2016��｢�국���마�시��해외진�����방안｣(국토교통부��2016�)��2019��｢
�마�시��해외진��활성��방안｣(국토교통부��2019)�마련
��도시건설·����솔루션·�제도������지�으�������국���마�시��모���
��하�����기업���진��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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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특징�������������단��
��������대�����보여줌(국토교통부��2016b)

그림 4-3 | 선단형 해외진출을 위한 개발협력 구조(안)
KSP·코이카

시장개척
안건제안
사업별 진출계획
공기업
기업

사업발굴

해외
도시·SOC
개발협의체

국토부

M/P·FS
EDCF
개발금융
투자펀드

KOICA 연수 등
자료: 국토교통부(2016b: 6)

그림 4-4 |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안)
도시건설 통합시스템

우수 솔루션

법·제도·문화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 기획-설계-조성-운영·관리 등
‧ ODA, KSP 등 제도
제로에너지빌딩,
도시개발 전과정 체계적 추진
‧ LH, KIND, 수은, 무보 등
✚
✚
ESS(에너지저장장치)
‧ 선단식 통합 도시수출
해외진출 전문공기업 모델
(교 통) 버스정보시스템, 교통카드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금
‧ K-Culture, K-Style 등 콘텐츠
(물산업) 해수담수화, 스마트 관리
융)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 ICT ) 통합관제, 스마트 가로등
‧ 맞춤형 도시 인프라 건설

도시마스터플랜 지원

》

요소기술 패키지화
투자형 사업진출

》

도시운영관리
인력-기술 교류

》

K-Smart City 전파

자료: 국토교통부(2019: 5)

□ 국토교통부의 ｢인프라 ODA 사업｣과 지속가능발전목표
∙ 국토교통부��인프�����������부�����������������수단
��2013����������������������통��수����확대�������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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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설정하고�������인프����전���일�으��무상원
���인�인프��마스��������시작(국토교통부��2014)
��전·�방�연계��가���인프��마스�������국������주고��������우
�����������대하고��함�
��2015�부��국������원���방�������D������준용하였으나��대상
국가��������으���계�진�������국가���원����우�����비교우
����하며������������������명시
��������통������������대������성���비용��원�����방��검
토���D�����������연계���주�원���통���주�원������인��원��
추진(국토교통부��201��)�

∙ 2013��인프��마스��������2018��인프���D������������존
재하며�����SDGs�����대��국토교통부��대�으������있음
��추진����우��������������대�추진���SDGs��성��대�������국
������상�����원으��변화
���원��가�우�����비교우����하�������SDGs��������있��인프
������변화�

∙ 국토교통부��인프���D����������SDGs�����������트���강
화��표방하나�������������동일
������정��일���정책��정부�대�정책����국가��전���정�성���������
��함��명시
��대상국가��우�����진��가능성��정상�교���������고려하����상�모
��국가��대상으��함
���원�����������������전�����스마트시티����S����우��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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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 국토교통부 인프라 ODA 사업 내용 비교(2014년 vs. 2018년)
구분

2014년

2018년

명칭

인프라 마스터플랜 사업

인프라 ODA 사업

인프라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인프라 마스터플랜을
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와의
추진배경 개도국에 수립해 주고, 후속사업에 우리 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
참여 확대를 추진
※ 일자리 정책, 핵심 대외정책 등 범국가적 전략과
정합성이 높고 내실있는 사업 발굴을 명시
ODA 중점협력국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후속
대상국가 수익사업 등으로 업계 진출이 유망한 국가는
대상국가로 선정 가능

24개 중점협력국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 정상외교 후속과제, 우리기업 진출가능성 등
협력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중점국가도 선정
가능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여할 수
교통, 도시, 수자원 등 우리기업이 비교우위를
있는 주택·도시, 건설기술, 교통 등 인프라 분야
점하고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후속
지원분야
※ 후속 협력·진출과 국토교통 新산업 발전 견인을
수익사업 발굴이 유리하고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위해 스마트시티, ITS 등 스마트 인프라·첨단교통
경우는 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능
분야 우선 고려
자료: 국토교통부(2014) 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592호

4. 종합 및 시사점
□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기조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 제1차 국제개발
협력 기본계획(2010),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2012)을 통해 그 기본 골격이 마련됨
∙ ���ODA�������������ODA�������경제����연계����경제발
���������������발��집중�������������������집중��
�����발�경�������활용��������있음
∙ 제2���제�발�����계������D����������으���려���있으
�����������������으������어려움

제4장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정책기조 ․ 81

□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특징은 국토⋅도시분야 프로그램의 정책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
나며, 이는 국토⋅도시분야가 기존의 해외건설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특성이 반영된 것
으로 여겨짐
∙ 국토⋅������개발������������으��민���������연계��
인��� 개발�� ���� 국�� ���� ����� 있음(�국� 발����� �����
�����는�KSP����������지�않음)
∙ 국토⋅����는� ODA� 사업� 이���� ����이� �발�� �역이�� ����
ODA�� ������ 연계�� ��으�� 이���� 있으며�� 이��� ��이� ODA�
����������있음
□ 우리의 공적개발원조 집행기관은 공적개발원조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연계하
여 고려하는 경향이 강함
∙ ����중이���사업인�EDCF는��������������이����국���선
��으�� 지원��� 있으며�� ��� “����� ����� ������ 크�� ���
�������������중점지원�(EDCF�홈페이지)
∙ 국토�는�ODA������사업�진��������지원으��이����이��역량
���중���있는데��이는�������ODA�����인������으��보여줌
∙ KOICA는����으�����������언����중이��지�����추진사업
��있��는�민����연계��중���������있음
□ SDGs의 수용 정도, 경제협력에 대한 강조 정도에 있어 외교부 기관과 경제부처(기재부
와 국토부) 기관 사이의 온도 차이가 나타남
∙ ��������KOICA는�SDGs�����으�������있으며��인권��민주주
����보��인���������ODA������지��있음
∙ ����EDCF��KSP��국토��ODA�사업�����지���발��������언
���있으��이�������������보�는�선언�인���이�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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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ODA�������고�있음
∙ 기관������������수�����������기��으������산하기관
��기���산하기관���국토����������������으��판단됨
�������OECD�DAC���국으���국����������������요하��고려
하고�있으며�����국�������������������고�있음
���면�기����국토������������������우리��������기���
���������요하��고려

□ 공적개발원조 및 경제협력에 있어 국토ㆍ도시분야 비중이 크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부재
∙ KOICA�� 8��� ���분�별�� �기�����시하고� 있으나�� 국토ㆍ도시분
�����������않음
∙ EDCF��K���분�별�����별도����하��않으며��국토��ODA��시�특별
��������고�있��않음
∙ �요�국�기구��국토ㆍ도시분������수�하고�있�����고려하면��우리
나���기관(특��KOICA)도�국토ㆍ도시분�����������기�����수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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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사업특성

1. 국제비교 분석
1) 분석방법과 자료
□ 우리나라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국가들과의 비교분석
∙ OECD��D�C���국���유·����������분�별������������
���분�별�국�비�가�가능
∙ ������중�국토·���분����분���������국토·���분���비중��세부
분���비중��비��분석�
□ OECD에서 제공하는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자료 활용
∙ 국토·��분�가�별����분�������������세부�분��중�국토·��분���
��������������14��분���선별(<����1��참조)
∙ ���������2009년~2017년�������������OECD�국가������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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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중 국토․도시분야 구분
코드번호

항목

14040

하천 개발

14050

폐기물 관리 및 처리

16030

주택정책과 행정

16040

저렴 주택

21010

교통정책 및 행정관리

21020

육로 운송

21030

철도 운송

21040

수상 운송

21050

항공 운송

21061

저장(storage)

21081

운송 및 저장 교육과 훈련

32310

건설정책 및 행정

43030

도시개발과 관리

43040

농촌개발

자료: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 CRS1
(최종접속일: 2019.11.4.)

2) 분석결과
□ 국토·도시분야의 비중
∙ �국��국토·������������������������30~40%��이�며�이��
10%����������국�������������높음
∙ 2010��이���보���국��국토·������������으�������있으며��
�����37%��이름
�������국�����국토·���������10%���������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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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 전체 대비 국토·도시 분야 공여금 비중 추이 비교
(단위: %)

자료: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로 저자작성.

□ 세부부문별 구성과 비중
∙ 국토·도���������로���보���국�����������있���육로운
송���도운송������도�으로��음������있음(2009-2017��������
기준)
-� �����국���도�육로운송���도운송의�공���� 크기������ �������
�도�������보���않음
- ������ ��� 육로운송(도로)의� 공���� 크며�� ��� ��� ����� 국�����
�도운송의�������큼

∙ ������주택정책��저렴주택��교통정책��도������정책공유�����있
��������국������������������보임
∙ ��� ����의� �������� ���으로� ����� ������ �����
있으며��정책공유��������의����������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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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 국토·도시분야 세부부문별 한국과 OECD 국가 비교
구분

한국

OECD 평균(한국포함)

만불

%

만불

%

하천 개발

151.1

2.6

38.3

0.9

폐기물 관리 및 처리

226.6

3.9

63.6

1.8

주택정책과 행정관리

7.3

0.1

13.5

0.4

저렴주택

3.3

0.1

42.1

1.1

교통정책 및 행정관리

32.3

0.6

305.9

7.7

육로 운송

3312.5

56.4

987.6

28.3

철도 운송

1111.3

18.9

1847.8

32.5

수상 운송

376.4

6.4

303.8

7.0

항공 운송

353.4

6.0

186.8

4.5

저장

0

0.0

1.8

0.0

운송 및 저장 교육과 훈련

1.1

0.0

15.9

0.3

건설정책 및 행정관리

36.2

0.6

10.3

0.2

도시개발과 관리

78.6

1.3

244.0

7.5

농촌개발

187.2

3.2

268.1

8.0

자료: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로 저자작성.

그림 5-2 | 국토·도시분야 세부부문별 한국과 OECD 공여 비중 비교
(단위: %)

자료: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로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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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사업프로그램 기반 분석
1) 분석방법과 자료
□ 분석방법
∙ 시간��로�2010�부터�2017��지��분석��상�로�설정
��2010���리�라가�OECD�DAC��가입하고(2009��11월)�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이�
�음�로�수립��시��로�개발협력이�본�����시기로�이해��수�있음
��국토부�인프라�ODA��업의����2013��시���기��문��이��시��로�분석

∙ EDCF,����,� �O�CA,�국토부� ODA�프로���로� 국토�도시�분야��업��
구분하��이의�비중��세부����분석
��EDCF,����,��O�CA��업��국토�도시분야���도로�구분하고�있지��기��문��
개���업�����기��로�도시개발,�인프라�����업���국토�도시분야로�간주
하��분석,�국토부�인프라�ODA��업���업���가�국토�도시�분야��해당
��유상원조(EDCF)��무상원조(���,��O�CA,�국토부�ODA)��원조자�의���이�
상이하기��문��구분하��논의함

∙ 주��개발협력�프로��의��업��세부분야,�수원지역,��업유��로�분석하��
국토�도시분야�개발협력�업의����인��이�����분석
��세부분야��중분�로���국토,���도시,���주택·토지,���인프라,���공간정보로,�
세분�로� �� 국토·지역계획,� �� 산업단지,� �� 도시정책,� �� 신도시,� �� 스마트도
시,���도시방재,���주택,���토지,���일반·교통,���도로·철도,���폐기물,���기
��인프라,���공간정보로�구분
��수원지역����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중동·C��,���기�로�구분
���업유�����시설건설·개선,���기자재지원,����지����서비스,���정책자문,�
��마스터플랜·계획수립,���시스템·기�개발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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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 국토ㆍ도시분야의 세부분야/수원지원/사업유형 구분과 그 내용
구분

항목
중분류

국토·지역계획

국토

세부
분야

산업단지 개발 관련 사업

도시정책

도시재생 등 도시 차원의 정책개발사업

스마트도시

주택

인프라

국토종합계획 등 광범위한 지역 대상 계획사업(단위사업계획 제외)

산업단지
신도시

도시

내용

세분류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
스마트도시 개발 관련 사업

방재

재해 대응 및 예방 관련 사업

주택

서민주택정책 등 주택 관련 사업

토지

토지구획정리 등 토지 관련 사업 (토지정보화 사업 제외)

일반교통

대중교통, ITS 등 교통 관련 사업(공항, 항만 제외)

도로,철도

도로 및 철도 관련 사업

폐기물인프라

고형폐기물처리장 등 폐기물 관련 인프라 사업

기타 인프라(공항, 항만 등) 공항, 항만 등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인프라 사업
공간정보

공간정보
아시아
아프리카

수원
지역

중남미
중동·CIS
기타
시설 건설·개선
기자재 지원

사업
유형

엔지니어링 서비스
정책자문

지도제작, 토지정보시스템 등 GIS 관련 사업
동아시아·동남아시아·남아시아 국가
북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미·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
중동·중앙아시아·CIS 국가
CIS 외 유럽 국가 및 타지역
인프라 건설 또는 개선 등 물리적 건설사업이 포함된 사업
중장비 지원 등 건설사업 없이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등의 서비스 제공사업
개발전략 등 정책 수립 및 개선 관련 사업

마스터플랜·계획 수립

단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혹은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스템·기술 개발

공간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또는 기술 개발 관련 사업

자료: 저자작성.

□ 분석 자료
∙ 국토·��� 분�� ��협력� 사업��� 분석�� ��� ��� ��협력� ������
�����������������국별협력사업��국토����������사업�����분석
∙ �����국�별�사업���������공식웹사이트(www.edcfkorea.go.kr)���

92

사업별로�사업명,�수원국가,�승인액�,�승인������수집
-�1987�부��2018��지�EDCF����376건의�사업,�152����승인하였으며,���중�
2010-2017�에�승인��175건의�사업��분석�
-�EDCF의�사업비��OECD�기�에����증여등가액(지출액-�재가�로��산��원리금)
으로�산정함
-�사업명��기�으로�세부분야,�수원지역,�사업������구축

∙ 기재부�����사업�����용하여�����사업����분석(기획재정부,�2019)
-�2004�부��2018��지���524건의�사업��추진되었으며,���중�2010-2017�에�
수���447건의�사업��분석
-�사업명��기�으로�세부분야,�수원지역,�사업������별로�입력하였으며,�세부
��가��분야��경우,��수�세부��에���하����으로�입력
-� 사업별� 예산��� ���� �가��� 2016��지의� 사업�� ��별� ��� 사업액
(��예산/��사업건수)으로�사용하였고,�2017��사업��사업별�금액��사용

∙ �O�CA�사업���분석������O�CA�통계조회서비스(stat.koica.go.kr)에서�
2010-2017�에� 수��� 2,137건의� 국별협력사업(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수집
-�����사업���수����기�으로�1건으로��리하여�543건의�사업�분석�
-�사업명��기�으로�세부분야,�수원지역,�사업������구축,�����사업의�경우,�
��사업예산��기�으로�함

∙ 국토부��부�인프��ODA�사업�����용하여�2013-2017�에�추진��32건의�
국토교통부�인프��ODA사업��분석(국토교통부,�2019)
-�사업명��기�으로�세부분야,�수원지역,�사업������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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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분석
□ 국토ㆍ도시부문 사업 프로그램별 현황
∙ 사업��로���������살펴보면�����건���EDCF��KSP��KOICA�사업이�
��로�100건���로�유사�며������상��으로����32건임
������EDCF��92.5%로����으로�������차지.�이��EDCF��유상원조사업
으로�����상원조�사업��사업���이�����때문이며���시��사업������인
���사업����������때문임
���상원조사업�����KOICA�사업���������상��으로�크며��KSP���정책공유�
사업����상����사업����������으로�나타남
표 5-4 | 사업 프로그램 별 총건수와 금액 (2010-2017)
구분

금액 기준

건수 기준
건수(수)

비중(%)

금액(백만불)

비중(%)

EDCF

58

23.5

3,575.3

92.5

KSP

95

38.5

30.9

0.8

KOICA

71

28.7

244.1

6.3

국토부 ODA

23

9.3

15.5

0.4

계

248

100.0

3,865.7

100.0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 사업� �로���� 사업���� 살펴보면�� ��� �로����� 인���� ��이�
���나타남
�����EDCF������사업��인������이��으며�KSP�사업�������사업��
��이����사업��������35%�����차지

∙ 사업��로����사업유���살펴보면��EDCF��시설건설��KSP��정책자문��
KOICA��시설건설���������������이������사업��������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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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사업특성
구분

사업유형

EDCF

KOICA
국별협력사업

KSP

차관, 집합투자기구
국가정책자문사업,
출자, 협력사업
프로젝트 및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채무보증,
개발컨설팅
사례연구
민자사업법인 출자 등

국토부 인프라
ODA사업

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

실적

(1987년-2016년)
53개국 375개 사업에
대해 총 15조 2천억
원을 지원

(2004년-2018년)
79개국, 9개
국제기구와 415건
사업완료

(1991년-2017년)
프로젝트 936건,
(2013년-2018년) 총
개발컨설팅 229건 총
41건 수행
1156건의 사업에 3조
62억을 지원

분야별 지원

(금액기준)
교통 38%,
수자원·위생 17%,
보건 11%,
에너지 9%, 교육 7% 등

(건수기준)
산업·무역 27%,
거시·금융 13%,
과학기술 13%,
재정 10%,
국토개발 7% 등

(금액가준)
교육 35%,
보건 22%,
기술환경 에너지 19%,
공공행정 16%,
농림수산 14% 등

사업건수 58건/총 141건
95/총 444건
합계금액 35.8억불/총 63.7억불 0.3억불/총 1.5억불
평균금액 4,518만불
33만불

(건수기준)
교통·도로 37%,
수자원 29%,
토지정보 12%,
도시개발 10% 등

71건/총 504건
23건/총 23건
2.4억불/총 21.5억불 0.2억불/총 0.2억불
470만불
67만불

국토도시
건수 41%, 금액 56% 건수 21%, 금액 21% 건수 14%, 금액 11% 100%
비중
국토·
도시
도로·철도
분야
주요
(건수 66%, 금액 73%)
사업 세부분야 기타 인프라
현황
(건수 9%, 금액 8%)
분석
결과
주요
아시아
수원지역 (건수 78%, 금액 73%)

일반·교통(건수 29%)
산업단지(건수 20%)
국토·지역계획
(건수 15%)

도로, 철도
도로·철도(건수 26%)
(건수 23%, 금액 20%)
일반·교통(26%),
공간정보
신도시(13%)
(건수 21% 금액 17%)

비교적 고른 분포
아시아(건수 38%)
중남미(건수 31%)

아시아
아시아
(건수 66%, 금액 67%) (건수 52%, 금액 50%)

주요
시설 건설·개선
정책자문(건수 81%)
사업유형 (건수 81%, 금액 92%)

비교적 고른 분포
마스터플랜 수립
시스템/기술 개발
(건수 87%)
(건수 34%, 금액 35%)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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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업 중 국토·도시 분야 사업의 비중
∙ ��� 개�협력� ������ 2010-17�� 수�한� �� 1,734건� 사업� �� 248건
(14.3%)��국토·��분야�사업���구분됨
-�����별��살펴보면,�EDCF사업��41%,�����사업��21%,����C��국별협력
사업��23%��국토·���분야�사업에�해당함.�국토���경우,�100%�국토·���분야�
사업

∙ ��별�����보면����사업���국토���분야�사업��건수������완만한�
���에�있음
-���������보면�60%����������있��국토���분야��������개별
사업�������다�������수�있음

그림 5-3 | 국토·도시 분야 사업 건수 및 합계금액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 사업은 2013-2017년 합계

∙ 국토⋅��분야��90%�������있��EDCF��별���보면,�����건수에�
있����50-60%������보�����수�있다.�

96

그림 5-4 | EDCF의 국토·도시 분야 사업 건수 및 합계금액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3) 세부현황 분석
□ 세부분야별 현황
∙ 국토·도시� ��� �업�� 5�� ����로� ���� 보면,� 인프��업의� ��이�
�수���������������나타남�
��이��국토⋅도시������업이�인프��지�����으로������있음��의미

∙ ����로�살펴보면,�인프�����도�도로/철도,�����의���이��음�
���수로�보면,�도로/철도,������순이며,���으로�보면,�도로/철도,��타�인프
��순으로�나타남
��국토지역,�산업단지,����보���도��수로������도������지���있으나,�
��으로�� 미미��수준이며,�국토���역��� ���있��신도시,����도시��
���의�주택,�토지��������수���������이�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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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 사업분야별(중분류) 건수와 금액 (2010-2017)
(단위: 수, 만불)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그림 5-6 | 사업분야별(중분류) 금액 추이(2010-2017)
(단위: 수, 만불)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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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 사업분야별(세분류) 건수와 금액 합계(2010-2017)
(단위: 수, 만불)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그림 5-8 | EDCF의 사업분야별(세분류) 합계금액 (2010-2017)
(단위: 만불)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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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 무상원조의 사업분야별(세분류) 사업 건수 및 금액합계(2010-2017)
(단위: %)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 수원지역별 현황
∙ 수�지����중��살펴보면,�아시아지�이�57%�����으������중��
차지하며,�아프리카,�중남미,�중������지�이����1�%,�17%,�7%임
- 중남미�지����수�������이�상대�으���������보이는데,�이는�����
��이����������이�중남미�지���������������으��보임
- �����이��보면,�아시아는�지��으��상�하���2015��이�������있으며,�
아프리카는����지�지����상����보임

∙ 아시아�������중하는�����리���������������일환
-�제1차��제�����기�계획��따르면,�아시아는�“����수요,��제���관계,�
지리�� ���� ��� ��하�� ���� 중�지�� 기��� 유지”하��� 하�� 있으며,�
이��따��유상����������60%��배분함(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2010)
-�아프리카��대��는�“����제���수요�증대,���������������기�����
�요�������하�����확대”�명시(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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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 수원지역별 건수와 금액합계(2010-2017)
(단위: 수, 만불)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그림 5-11 | 수원지역별 금액의 추이 (2010-2017)
(단위: 만불)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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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보면��EDCF������시����비중이�
높고��KSP��상�����중남���비중이�높������나타남
��EDCF�������������������하����������������이�용이한�
�시������집중하며��KSP��정책������������하��때문�����개발
�����한�수������중남������비중이�상�����높음

그림 5-12 | 수원지역별/사업 프로그램별 건수(좌) 및 금액(우) 비중(2010-2017)
(단위: %)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 사업유형별 현황
∙ ������ �황�� 보면��건수�� 시설건설�� 정책자문�� 계획수립�� ����
나타나며������시설개�이�������높��나타남
��정책자문��계획수립����개발�������� 건수��������정�수���보이나�
��������한�상황
��이��시설개�이�자��자����������이� 중심이며��정책자문��계획수립�
����상����������������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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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 사업유형별 건수와 금액(2010-2017)
(단위: 수, 만불)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그림 5-14 | 사업유형별/사업 프로그램별 건수(좌) 및 금액(우) 비중(2010-2017)
(단위: %)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국토부사업은 2013-2017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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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유형별/사업� 프로��별� ��을� 보면�� EDCF�� 인프라사업에�� KSP��
정���사업에�국토�������사업에������있음을�보여줌
□ 프로그램별 주요사업
∙ 프로���별�사업���을���������프로��별�������10��사업목록을�
살핌
��EDCF��KOICA사업��규�가����으로�크며��인프라���을���으로������
있음������프로����국토⋅도����사업���을�규정함

∙ EDCF��도로��교량���도���사업에��규�사업�������있으며��국가도�
����국가가��������있음
��EDCF��1���9�가�����사업�며������10�������사업������국가
����으로�함��������������높음

∙ KOICA�사업��도로��공항����������사업����������있음
��KOICA�사업도�����������국가�������도�으로�높음

표 5-6 | EDCF의 금액 기준 상위 10개 국토·도시 분야 사업
사업명

승인연도

국가

승인액(만불)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

2017

이집트

23,603

밤콩교량 건설사업

2010

베트남

17,428

로떼~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2012

베트남

17,338

떤반~년짝도로 건설사업

2015

베트남

16,564

캔디터널 건설사업

2017

스리랑카

15,341

세부 신항만 건설사업

2017

필리핀

13,286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2014

미얀마

12,543
10,143

흥하교량 건설사업

2013

베트남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사업

2014

이집트

9,916

만달레이-미찌나 철도개보수사업

2016

미얀마

9,300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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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 KOICA의 금액 기준 상위 10개 국토·도시 분야 사업
사업명

승인년도

국가

승인액 (만불)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연장사업

2010

캄보디아

1,150

네팔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사업

2016

네팔

1,000

우간다 엔테베 국제공항 시스템 개선사업

2016

우간다

95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해안종합개발 컨설팅사업

2015

인도네시아

950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건설 타당성 조사사업

2015

우즈베키스탄

700

베트남 교통분야 DEEP 사업

2015

베트남

650

베트남 향강종합개발 지원사업

2014

베트남

600

스리랑카 폐기물 소각플랜트 건립사업

2014

스리랑카

560

캄보디아 항만물류기능 활성화를 위한 수로개선 타당성 조사사업

2014

캄보디아

550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2013

파라과이

549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표 5-8 | KSP의 금액 기준 상위 10개 국토·도시 분야 사업
사업명

승인년도

국가

승인액 (만불)

아르헨티나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2017

아르헨티나

59.2

케냐 콘자 디지털미디어 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2018

케냐

58.7

파라과이 국토 부문 발전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설립 방안

2018

파라과이

47.8

베트남 다낭市 도시철도 개발 계획 및 운영 지원

2018

베트남

47.5

쿠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정책 수립

2017

쿠바

42.9

페루 물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한국의 경험 전수

2018

페루

42.6

파라과이 국가통합도로교통정보센터 구축

2017

파라과이

42.1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설립 정책자문

2009

우즈베키스탄

41.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市 정부 데이터센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2018

아르헨티나

40.3

에콰도르 교통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018

에콰도르

38.4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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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사업�������사업����������균일하며��지원
��������다양함
����프로��������때�����������높음.

∙ ��������사업����������사업��많으며��지원����다양함
����������사업������ 사업� ���� 균일하나�� ��� 지원��� 일�� ���
프로젝트(��������트��사업)��������로������있음

표 5-9 | 국토부 ODA의 금액 기준 상위 10개 국토·도시 분야 국사업
사업명

연도

국가

승인액(만불)

메데진 도심교통 인프라 개선사업(‘18~’20) - 프로젝트형

2018

콜롬비아

1,364

베트남 도로 중온 아스팔트 기술 최적화 사업(‘18~’20) - 프로젝트형

2018

베트남

182

캄보디아 국가공간정보체계 시행전략 수립사업(‘18)

2018

캄보디아

91

보고타 신공항도시 MP(‘17)

2017

콜롬비아

88

뭄바이 도시재생 마스터플랜(MP) (‘13~’14)

2013

인도

83

라고스 광역교통 MP(’13~‘14)

2013

나이지리아

83

아순시온 도시교통 MP(’17)

2017

파라과이

82

콜롬보 과학기술도시 MP(’17)

2017

스리랑카

78

베트남 남부고속도로 교통센터 통합 MP(’17)

2017

베트남

78

시엠립 녹색도시교통 MP(‘17)

2017

캄보디아

77

자료: 프로그램별 자료로부터 구성(분석자료 부분 참조).

3. 종합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타공여국에 비해 전체 대비 국토ㆍ도시분야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이는
우리의 전체 개발협력사업이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어 있는 데 기인함
∙ ������균���������������0%�����������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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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며�� �부�������� ����이� ��적��� ��� ���� �지하��
이����OECD��������상회
∙ 우��� ����이� 인��� ���� ���어� ��� ��� ODA�� ����과�
���������적� ��와��������서� ����� �� ��������
����이��적�지�������기인함
□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은 타공여국에 비해 제도 구축 및 역량개발과 관련
된 사업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음
∙ �������������사업��SDGs��가������부�하��사업이며�장기적
����정적인���기반�����������사업이지만������상���노하우와�
��������������어��이����
∙ ���교���������������������이���������주택정책��교통
정책��건설정책����������������와������부�������OECD��
�������������
∙ �S��사업이�지식������하���������하�����������지식
���사업이����부족하며��지식��가����사업��단���이����지��함��
반영함
□ 수원지역은 아시아의 비중이 50-60%로 높게 나타나며, 최근 아프리카의 비중이 상승
하고 있음
∙ �������������������지�이���기업������������가능성이�
�기�때문이며��이���사���기�하����적�������결과
∙ EDCF���������이������70%��상회함
□ 사업유형별로는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차별화되지만 시설건설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EDCF����과�건�가�인���건설�����어��기�때문���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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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P�� 국토부� ODA�� ������ ��하�� ������ ����의� ����
높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토ㆍ도시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국내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 ��나라의� 발전���� ��하�� �발���� ��하�� �으��
�����있으나��국토·����의�발전���������부족
∙ 국토·����의��부����지하��있��인프라��발����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가�����하�����국�������의�������하���하����가����
��SDGs��인프라�����17��목표���하나(목표�9)����하��있으나���의�인프라�
�발���� SDGs의� 가��� ��하�� ���� 국�의� ���� ���� ���하��
��으��구����있음��

∙ 국토·������발������인프라���으��구������전��인�����
��의���������������하���으��판단됨
��ODA��전��으��국�������������단으����하�������������
����인프라�������있음
����으����발��의���가�������구축�����발��������������
��있��지�������가�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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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1. 기본방향
1) 정책기조의 재정립
□ 국제사회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 국내 국토·도시분야 정책기조 및 사업현황에 대한 분
석을 기초로 우리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기조 정립
∙ 국������‘국���국�사��기여��조화’로
-�국���국�사����기여가��로����지���������구조��구축��수�있도
��‘가치’�����기적인���기조�정립
-�국�사������셋팅����간���사업��적�적�로��여�여��로�������
��������정����공유�강화

∙ ����������‘�������������조화’로
-�인���사업�����지원������도�구축��역량개발��������적�����인
���조���조화��수�있도���진�
-��국�국�발������지�가�발������합�������적�적�로�발굴·공유
����������로�������기여

∙ ��사업������‘종합적·체계적�지원’�로�
-�｢계획수립-�도�구축(역량개발)-개발사업-국내민간기업진출｣��체계적�로�연계
���원조�������화��수�있도��지원���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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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 정책기조의 재정립

자료: 저자작성

□ 정책기조에 기초하여 3개 추진 기본방향과 세부 정책과제 설정
∙ ｢�����의제｣ ��국제����의�����수용
��(�제���������국토·�������������수립
��(�제��������국��대��국��국토·�������������수립�

∙ �국�국토����의������활용
��(�제�����국�국토������대�����기획�추진
��(�제�����국의�국토������활용������������기획ㆍ추진

∙ 국토·�������������확대

112

-�(�제��)�국제기�의�국��도����의제�����여����
-�(�제��)�국제기��의������������사��활성화
-�(�제��)�｢국��도��개����연석회의｣ 개최

2) 추진 기본방향
□ ｢2030 의제｣ 등 국제적 규범의 적극적 수용
∙ ODA�����국�의��������하�����������국���국제사회�기
여��조화�������필요�
- 국제사회의�����보편적�가���중심�로�하되���리��의���적�경제적�이해
��������중�기����마련
- 국������의�로�해석하여��기적������이����국가의�����가���‘소
���파워’���화��로���기적�로�경제적�이��도���

∙ ｢�����의제｣의������리���국제개���의�����국제화하����기여
할���������국의���경험���유하����도�유리
-�국��도����국제개����기조��기�의�����중심��국�기������원�중
심���������가���도�화���보편적��국제적�����������필요

∙ 스웨덴����웨이�����중견국가(�i���e����e�)�사�����하여�국제사회
의�������하��국��도����국제개���의�������필요
□ 한국 국토발전경험의 재정리와 활용
∙ ����여국������국의������원조������원조�����반영
-�����기�동���원국����여국�로�����경험��경제성��������의�주도
적� 역할�� 제국주의적� 유��� ���� 역사�� ����� �여국�로�� 원조피로(ai��
fatigue)로�����적��유로��여�����리��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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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시�에�성공적으��대�하고��부��도��국토ㆍ도시발
���성�한�������고�있으며����������국�개발����특장점
∙ �����국토발��������������도��구축���부��적�적�개입��시
장�서���조���에서������있으며����한�특���개도국������한�
도시�에�기여����있��자산
��공공��도������국토ㆍ도시발����������발�������에�부합
����에�����적��도��구축��시�����참여��개����������에�있어서
���점����고�있기���에��에�대한�성��필요�

∙ ���� 국토ㆍ도시발������ 시공�적� 특�성�� ��고�있기� ��에� ���
�����개도국�여�에�적�하기���서����적����������필요
��고도성장기��성������국토ㆍ도시�������국������개발����관점에
서�검토하고�������������구����한�시�점�도출
��������에�대한�객관적����적�성���������국��공유���한�����발
����기�자��구축

∙ 한국�국토발�������������하��시�����발�ㆍ적��으���한
국�����공유ㆍ확대
□ 국토ㆍ도시분야 글로벌 리더쉽 확대
∙ ���기구���자개발������국토ㆍ도시������에�적�적으��참여하여�
한국�국토발�����확산하고���������확대
∙ �����부��도��국�기구�������확대하여�����시�����참여��
확대����있��기��조성
∙ 국토ㆍ도시���개발������확대���������������한����거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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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정책과제
1) ｢2030 의제｣ 등 국제적 규범의 적극적 수용
□ 국토ㆍ도시분야의 개발협력 전략 마련
∙ 국�개발협���������KOICA�����������국토ㆍ도�분��개발협
��전략����수립
��국�개발협��������������전략����������않���������수립
����������������요�분������전략����필요
���재�KOICA���분��전략����수립�������국토ㆍ도�분����립���분
����분������않��전략������������않음
표 6-1 |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
구분

기존 국토·도시 개발협력

새로운 국토·도시 개발협력

목표

민간기업 진출, 경제 활성화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및
원조효과성 제고

특징

단위사업, 단기성과,
수익창출 중심

장기 협력, 제도 구축,
지속적 효과 창출

한국경험
활용

개발모델 중심(인프라 개발,
산단개발, 택지개발 등)

제도구축 중심(국토계획, 개발이익환수,
주거복지 등 포용도시 조성 경험)

국제사회 연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연계 부족

UN ESCAP, UN Habitat, MDB 등과
연계하여 국제 공조 지향, 리더쉽 확대,
원조효과성 증대

핵심사업

개발계획 수립,
도로건설, 댐건설 등

국토계획 수립, 법제도 정비, 기관형성,
인력양성 등

자료: 저자작성

∙ 전략���수립������발전�������������� �����국토ㆍ도
�분��������������
�� 국토ㆍ도�� 분�� 개발협�� ���� 전략�� ����� ��� �국�� ���� ����� ��
NUA���������도��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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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진���������������발���원조효
���제����으�����재설정

□ 중점협력국에 대해 국별 국토ㆍ도시 개발협력 전략 마련
∙ 국����������������������으��국������마련������사
업우선순위�설정���사업�����부족
��국��국��������개발�������수������정�������������세부
����부����개발수요����사업�파악��사업우선순위��사업��������마련

∙ �요�국제����국�������국������수�����으������위사업�
선정������활용
표 6-2 | 주요 국제기구의 국토ㆍ도시 국별전략
조직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 Habitat
OECD
JICA

내용

∙ 국별 ｢도시화리뷰｣를 통해 정책결정자들에게 국가 및 도시 전략을 제시

∙ 국별 도시부문 전략계획(Urban Sector Assessment Strategy and Road Map)
수립
∙ 국별 국가도시정책(National Urban Policy) 수립 지원

∙ 국별 국토정책리뷰(Territorial Review) 및 도시정책리뷰(Urban Policy Review) 수행
∙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국의 도시별 발전전략 수립

자료: 저자작성

2) 한국 국토발전경험의 성찰과 활용
□ 한국 국토발전경험에 대한 연구 기획 추진
∙ �국��국�발�����국제���������재�����������추진
���국��국����정�����������������������위��마련��것으
������개�국��적용���위����국제적��������재���필요
���국������긍정적/부정적����������������������적���국제
��적���������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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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대한������연구������지역개발��도시계획��
토지��주택������등����연구��확대
표 6-3 | 우리나라 국토·도시 발전경험의 주요 특징
특징

관련정책

경제성장을 위한 관련 정책의 유기적 연계

국토종합계획 – 경제개발 5계년 계획 수립

정부 재정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시장기능의 활용

신도시개발, 도시환경정비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선택과 집중

국토종합계획 수립, 공업도시ㆍ산업단지 조성

여건변화에 따른 신속한 정책 대응

도시재개발 → 신도시개발 → 도시재생 → 스마트시티

자료: 저자작성

∙ 관련학회��연구원��K�������등���개발협력�연구협력�강화
�� ��� 연구원이� 중�이�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관련� 국책연구원�� K����� 등�
개발협력�관련�연구������구성
��공동연구��공동����등�����국토�도시���개발협력�공�대��넓이고��이��
�����국�사회�����구축��공동����

□ 한국의 국토발전경험을 활용한 플래그쉽 프로젝트 기획ㆍ추진
∙ 국�사회��개발협력��������고�����가�������가��계획수립��
�도�구축��역�개발�등������집중
�������책���������신��시�사����수개��사���연계한���지��사
����발��

∙ 수�개��사�����지���������국가�������������사���연
계�강화��사�����고�
��(예)�국토계획�수립���도시관련����도�개����도시계획�수립(방재계획��스마
�시��등)���역�개발�지원
��K�������KSP��공동���중점협력국(예��신남방국가)��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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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 국토ㆍ도시부문 중점사업의 예
분야
지속가능 도시화 부문

회복력ㆍ안전 도시 부문

포용적 도시 부문
역량개발 부문

주요사업(예시)

∙ 국토계획, 도시계획, 지역계획 수립과 정비
∙ 도시법제 정비 (토지이용, 개발이익환수 등)
∙ 환경 및 녹지 관리 / ∙ 공공 공간 조성

∙ 급성장 도시에 대한 방재체계 구축
∙ 저탄소 및 스마트 도시 구축 / ∙ 폐기물 관리

∙ 대중교통중심 도시개발 / ∙ 주거복지 및 공공주택 공급
∙ 주민참여 도시재생 및 슬럼 등 지역개선
∙ 여성친화 도시
∙ 도시 관리, 개발관련 기관 형성
∙ 역량개발 지원

자료: 저자작성

표 6-5 | DFID(영국개발청)의 인도 스마트 도시개발 전략
∙ DFID는 인도에 20년간 도시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인도
도시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도정부와의 국가적 협력을 추진
∙ DFID의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성은 대상 도시빈곤의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가 단위의
사업을 수행하기 전 도시의 구체적인 단위에서부터 규모와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활용
- 1단계는 도시 내 슬럼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로 슬럼지역 내 기초 서비스 및
인프라의 수준을 향상시켜서 슬럼지역의 거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이 과정에서 DFID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실행 및 품질관리를 실시
- 2단계는 도시 단위의 사업접근으로 확장하여 도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부처 및 도시 행정부의 역량강화와 구조를 개편. 여기서 향상된 역량을 통해 도시는
자체적으로 도시문제 해결 및 빈곤감소를 위한 조직 구성이 가능. DFID는 전문가와 함께
사업실행을 도우며,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NGO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3단계로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국가단위의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가의 제도와 세이프가드의 개선절차가 수반되며, 이는 정부가 기후변화, 에너
지 효율 등의 새로운 아젠다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 이 시점에
DFID는 국가 및 도시단위의 기술지원팀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은 도시문제와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자리함
자료: Anon 2013, Research into Lessons Learnt from DFID India Urban Investments over 20 Years.
Final Report. Oxford Policy Management Asia, New Del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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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ㆍ도시분야 글로벌 리더쉽 확대
□ 국제기구의 국토ㆍ도시분야 의제설정에 참여 확대
∙ ��교�부��각���제����공공외교��개�����하여�대�����소프
������화�����는���으��확대
������외교�������화���������������������요�이�확대���
�으며�이��활�하�����공공외교���요��부각
����공공외교는“��������는�지�자��������부문����하여�문화��지식��
�������하여�대�����대��외�������이�����������는�외
교활동”�����(공공외교��제2조)
����교�부는�2018����176����제����개최하였으며������������는�
12���이름(��교�부�내부자료)
��부����������는��제��������������제�하������부�����
��조�������화�필요
표 6-6 | 국토교통부의 주요 국제행사
분야
국제포럼
국제컨퍼런스

국제회의

∙ 아태인프라개발장관포럼
∙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 국제교통포럼

주요 행사

∙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
∙
∙
∙
∙

한·중, 한·일 도시개발협력회의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
APEC/VSHG, 한·중, 한·인니, 한·인도, 한·알제리 도로협력회의
미·일·러·프 협력회의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에서 구성

∙ �제�����������������������후속����참여
��������������������������������이��������������������후속조
��마련���이�������������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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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tat����지���발����이������개도�����도시정������
지원하����도시정��프로그램����������중
��������부�����Habitat�����미얀마��이란���이지리�����정�����사
���지원�중��있으며��이���H����������참여
����������공�으로�세계도시포럼���������ba�������������제�사��공
����세���마�하여�������발���������정��공��

∙ �계��시민사회���제�구�참여���������������양성
��그������도시����제�구�참여��정부��공공��이���하�시��하였고��
�계��시민사회��참여�����으로�부족
���계��시민사회��참여����하�����공��연구프로젝트��재정지원��시민사회
����제고���필요
표 6-7 | 해비타트Ⅲ 진행 과정에서 국내 전문가의 참여 경험
∙ 10개 정책단위(policy unit)의 정책페이퍼 작성과정에 국내 전문가 5인 참여 (강명구, 김세용,
박세훈, 조만, 최막중)
∙ 국토연구원은 정책단위 7(도시경제발전) 분야의 주관기관으로 참여

∙ 해비타트Ⅲ 대회에서 국토연구원은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및 IDB와 함께 사이트이벤트
및 네트워크 이벤트 개최

자료: 박세훈 외(2016)에서 구성

□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협력사업 활성화
∙ �����������제�구����원�����협������사�����하여�우리
����로��리����지�����강화
��������로������역량��강화하������여�����하여��제�구���협
���������������로��역량�강화�필요
���������정����공�사���������원����제도구축��역량개발��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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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수�������필요
����국토연구������행�����｢��가����국토���수������역�강화�지
��사업(2019-2021)｣ ���중이며��향��유사�사업����필요

∙ 국�기구���국�국토발전�������공동연구�공동����활�화���국
�기구���국�����공유�����체��활용
-�국�기구의�연구사업��발간사업��연수사업�등��참�����국�국토발전����공유

□ ｢국토ㆍ도시 개발협력 연석회의｣ 개최
∙ (취지)�국토��시분���발��의�정보공유�����강화��공���구축
∙ (참석자)����전문가��관��기관(����������������)��국토부��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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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 부록1: 자문회의 결과
일시/장소

자문위원

2019년 11월 14일 오후 3시 30분 / 서울역 공항철도 Arex-3 회의실
∙
∙
∙
∙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송재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성장환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해외연구센터 센터장)
이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경환]
∙ 국토ㆍ도시분야 분석에 앞서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체적 여건을 이해해야 국토ㆍ도시분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사업간의 연계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특히 EDCF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EDCF 사업이 SDGs와 연계되도록 제안하는 것이 중요
∙ 중규모 선진국(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개발협력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들 국가들은
국가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제협력은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송재민]
∙ 제목의 ‘추진방향’이 누구를 위한 추진방향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즉 연구의 독자가
누구인지 명시 필요
∙ 국토ㆍ도시분야가 SDGs 여러 목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계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언급 필요. 11번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오류
주요 논의사항
∙ 인프라도 SDGs 목표 중 하나 일 수 있는데 이를 SDGs와 괴리된 것으로 언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함
[성장환]
∙ 누구를 위한 SDGs인지 명확하지 않음. SDGs 추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논리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이창]
∙ 배경에 연구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상태로는 연구 목표와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움
∙ 한국이 ODA에 있어서 틈새시장을 확인해야 함. 일본과 중국과 같은 대규모의 ODA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같은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인프라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가져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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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한국 국토발전경험 재성찰 워크숍 프로그램

Reconsidering� Korean�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Experiences:� Implic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ince� Room� 2ndFloor
Koreana� Hotel�� Seoul
2��29� �ugust�� 2019

Program
Da�� 1:� 2�� �ug�� 2019

9:�0�10:00� Reception
10:00�10:20� Opening
Ÿ
Ÿ

�elcome� �ddress� b�� H�un� Soo� Kang�� President� of� KRIHS�
�or�s�op� �rief� and� Introduction

10:20�10:�0� �ac�ground� Presentation
Ÿ

130

�ac�ground� and� Purpose� of� t�e� Project
�� Se� Hoon� Par��� Senior� Researc�� Fello��� KRIHS

1�:���12:��� Session� 1:� Outlining� Urban� Transformation� in� Korea
Moderated� by� Seong�Kyu� Ha� ��rofessor� Emeritus��
Chung��ng� University)�
Ÿ

�overning� South� Korea�s� Urban� Transition:� Historical�
�erspective� on� the� �rospect� of� Cities� in� the� 21st� Century
�� Mike� Douglass�� Emeritus� �rofessor�� University� of� Hawaii

Ÿ

Urban� Transformation� with� �Korean� Style�:� �essons� from�
�roperty�based� Redevelopment� by�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 Hyun� Bang� Shin�� �rofessor�� Department� of� �eography� and�
Environment�� �ondon� School� of� Economics

12:���1�:��� �unch� Break
1�:���1�:��� Session� 2:� Korean� Model� of� Urban� Development
Moderated� by� �on� Bae� Kim� ��ormer� Senior� Research�
�ellow�� KRIHS)
Ÿ

�sian� Emerging� Donors� and� Urban�Industrial� Knowledge�
Sharing:� �essons� from� �eopolitical� Economy
�� �amie� Doucette�� Senior� �ecturer� in� Human� �eography��
University� of� Manchester
�� �arwa� Sial�� Research� �ellow�� Department� of� �eography��
University� of� Manchester

Ÿ

E�port� or� Cooper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Repackaging� Urban� E�periences� in� Korea
�� �ehyun� �n�� �ssociate� Research� �ellow�� KRIHS

Ÿ

�� Multitude� of� Models:� Translating� the� Korean� Urban�
E�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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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 Potter�� �ssociate� Pro�essor�� �raduate� School� o��
International� Studies�� Korea� University
�� �inhee� Park�� Post�doc� �ellow�� �lobal�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Ÿ

International� Urban� �evelopment� �eadership:� Sin�apore�� China�
and� South� Korea� Compared
�� Hyun�� Min� Kim�� �aculty� o�� �rchitecture�� Buildin�� and�
Plannin��� �he� University� o�� Melbourne
�� �ulie� Miao�� �aculty� o�� �rchitecture�� Buildin�� and� Plannin���
�he� University� o�� Melbourne
�� �icholas� Phelps�� �aculty� o�� �rchitecture�� Buildin�� and�
Plannin��� �he� University� o�� Melbourne

��:3����:��� Co��ee� Break
��:�����:��� Session� 3:� Policies� and� Institutions
Moderated� by� Mike� �ou�lass� ��meritus� Pro�essor��
University� o��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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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Korea�s� Re�ional� �evelopment� Policy:� Understandin�� Its�
Conte�t� and� �rawin�� Implications� �or� International� �evelopment�
Cooperation
�� �on� Bae� Kim�� �ormer� Senior� Research� �ellow�� KRIHS

Ÿ

��portin�� �ew� City� �evelopments�� �rom� �ew� �owns� to�
Smart� Cities
�� �u�Min� �oo�� �ssistant� Pro�essor�� K�I� School

Ÿ

Housin�� Policy� and� Urban� Redevelopment� in� Contemporary�
Korea
�� Seon��Kyu� Ha�� �meritus� Pro�essor�� Chun���n�� University

Ÿ

�and� �evelopment� Policies� in� Korea:� Structure�� Schemes� and�

Politics
�� Seoh�an� �i��� For�er� Senior� Research� Fello��� �H�
Research� Institute
1�:00�� Dinner

Day� 2:� 29� Au��� 2019
�
9:00�11:00� Session� 4:� Actors� and� Players
�oderated� �y� �u� �in� �oo� �Assistant� Professor�� KDI�
School)
Ÿ

Kno�led�e�Policy� �e�us:� Policy� Research� Institutes� and�
Ur�an� Develop�ent� Re�i�e� in� Korea
�� Se� Hoon� Park�� Senior� Research� Fello��� KRIHS

Ÿ

�n�ines� for� Develop�ent:� Pu�lic� Develop�ent� �orporations�
and� their� Roles� of� Ur�an� Develop�ent� in� Korea
�� �ieun� Ki��� Research� Fello��� SH� Ur�an� Research� Office

Ÿ

Fro�� �o��odities� to� �o��unity� �n�a�e�ent:� �ocalities� and�
Ur�an� Develop�ent� in� Seoul�� South� Korea
�� Blaž Križnik�� Associate� Professor�� Hanyan�� University
�� Su� Ki��� Alu�na�� Seoul� �ational� University

11:00�11:20� �offee� Break
11:20�12:20� Session� 5:� Reflection� on� the� Workshop� and� Future� Plan
�oderated� �y� Hyun� Ban�� Shin� and� Se� Ho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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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ants
�on� �ae� Kim
�i�e� Douglass
�u�� Potter
��ung� �in� Kim
������ � � � � � �losing� an��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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