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구책임자 양식 
EBBP02

권율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BBP03

□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여국이 

역할이 강화되며 개도국-개도국, 개도국-개도국-공여국 간의 원조 협력형태

인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글로벌 경제위기로 DAC 전통공여국의 원조 확대 공약의 이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심화되는 가

운데 새로운 개발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개도국 및 신흥공여국의 남남협력,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전통적인 북남협력을 보완하는 새로운 원조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남남협력, 
삼각협력의 효과성 제고에 대해 유엔과 OECD/DAC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적 

논의가 추진되고 있음.

  - 2010년 3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된 남남협력과 역량개발에 대한 고위

급회의에서도 남남협력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

하기도 함.

□ 본 연구는 새로운 개발의제이자 HLF4 주요의제인 남남협력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본 후 남남협력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추진방안과 향

후과제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와 2011년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HLF4) 
주최국인 우리나라는 전통적 개발원조의 중요한 보완수단으로 인식되는 남남

협력 효과성제고와 전략적 활용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함.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현황과 우리의 대응 과제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양식 EBBP04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 과제명: Trends in 
South-South 

 and triangular development 
 cooperation
- 연구자(년도): 
UNECOSOC(2008)

- 연구목적: UN 개발협력포럼 남

남협력 토의를 위한 기초연구

- 문헌조사, 통계분석

- DFID 관련자 인터뷰

- 남남협력의 규모, 형태, 지원분야 

및 지역 검토

- 주요국별 지원현황 비교

- 삼각협력의 개념과 특징

- 향후 개선방향

2

- 과제명: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in 
 Asia-Pacific: Towards a new 
 paradigm in development
 cooperation 
- 연구자(년도):
 Nagesh Kumar(2008)
- 연구목적: 아시아 지역 새로운 

원조패러다임으로서 남남협력/삼
각협력 분석

- 문헌조사, 통계분석

- 인터뷰

- 남남협력의 역사적 배경  

-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연관관계 

분석

- 아시아 지역내 남남협력 동향 및 

주요국별 특징 소개

-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효과성제

고를 위한 방안 제시

3

- 과제명: KOICA 사업의 삼각협

력 추진방안

- 연구자(년도): 이현주(2009)
- 연구목적: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

업의 삼각협력 추진방안 제시

- 문헌조사, 통계분석

- 인터뷰

- 남남협력, 삼각협력 국제논의 발

전 및 개념

- 주요 공여국 삼각협력 활용현황

- KOICA 무상원조 사업 삼각협력

활용방안 제시

양식 
EBBP05

본 연구

- 기존의 해외연구는 새로운 
개발원조 패러다임으로서의 남
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조명하고 
국제사회 차원의 개선방향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내연구의 
경우 이현주(2008) 에서는 정
책보다는 사업시행, 특히 KOICA 무상원조 사업 추진방
안에초점을 두어 한국원조 정
책과 집행 측면에서 총체적으
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활용
방안을 다룬 연구가 거의 전무
한 상황임.

- 문헌조사, 통계분석- 선정국가 원조기관 및 정부 방
문 전문가 인터뷰

- 국제개발원조 체제의 변화와 
남남협력, 삼각협력 대두- 주요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모
델 분석- HLF4 주최국으로서 남남협력
과 삼각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역할모색- 한국의 남남, 삼각협력 정책 방
향성및 전략 제시

  



▣ 주요 연구내용
양식 

EBBP06

 □ 남남협력의 역사 및 최근 변화하는 국제개발원조 체제속에서 남남협력 대두의 배

경

  - 최근 개발재원 확대의 필요성, 새로운 공여주체의 등장에 따른 남남협력 대두 

 □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개념 및 모델

  - 정의, 규모와 흐름, 사업형태

 □ 원조효과성과 남남협력, 삼각협력

 
  - 남남협력, 삼각협력에 있어서 원조효과성 문제:
    조화 및 주인의식 부족, 조건부 원조, 투명성 부족, 거래비용 상승 등 

 □ 주요국 및 한국의 남남협력·삼각협력 추진전략 및 현황

  - 국가별, 지역별 남남·삼각협력의 추진 동향의 고찰 및 비교

 □ 한국의 남남협력, 삼각협력의 전략적 추진 방안과 과제

  - 한국 실정에 맞는 남남, 삼각협력 추진방안과 중장기적 전략에 대한 방향성 제시

▣ 연구추진방법
양식 

EBBP07

 
 □ 문헌 및 통계 분석

 □ 사례 조사: 주요국 남남협력, 삼각협력 추진 전략 및 현황 비교분석

  -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와 같은 신흥공여국과 소득수준이 높은 개도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남남협력의 모델 및 지원 형태와 수원국 등 특징 파악

  - 일본, 캐나다, 독일 등 DAC 회원국이 남남협력에서 공여국 역할을 하는 거점국



과 함께 수원국을 지원하는 삼각협력의 모델, 지원 형태와 특징을 파악

 □ DAC 원조효과성 작업반 남남협력 그룹, 국제기구 및 주요 공여국 전문가 면담 

 □ 전문가 초청 간담회 2회, 주요 연구현황에 대한 워크샵 개최 2회

 □ 세부추진일정

       - 연추심: 2011년 4월

       - 연중심: 2011년 9월

       - 연결심: 2011년 11월

       - 전문가 초청 간담회: 5월, 7월 2차례 간담회 추진

       - 현지 출장 4회: 2011년 6~9월 경 추진 

 ◦ 관련부처
양식 

EBBP08

  -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NO 국정지표 국정과제

코드 명 코드 명

1 GOVI005 성숙한 세계국가 GOVI588 지구촌 문제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

겠습니다.
2 GOVI005 성숙한 세계국가 GOVI596 세계적인 국가브랜드 가치를 창출

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양식 

EBBP10

 □ 남남협력, 삼각협력의 정책 방향성 및 전략 수립을 통해 2011년 원조효과성 고위

급회의의 개최국으로서 남남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는데 기여함. 
  - 남남·삼각협력 효과성 제고 논의를 위한 어젠다 구축과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 제시에 기여함.   
  - 우리나라에 적합한 남남·삼각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역할 강화에 기여함. 

▣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 MDG 목표와 빈곤퇴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로서 선진적인 국가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함. 

▣ 연구기간
양식 

EBBP11

연구년차 (1/1년차) 시작일 2011.1.1 종료일 2011.12.31

 


